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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과현황 및 교육목표



학과현황 및 교육목표

21세기 미래의 고성장산업인 호텔관광산업의

효율적인 마케팅과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다양한 학문적 이론과 실무지식을

배양하고 탐구하는 미래지향적인 학문

호텔관광경영학이란 ?



학과현황 및 교육목표

21세기를 주도하는 호텔관광전문경영인 양성

서비스경영 및

리더십 역량 강화

다양한 실무응용

능력 향상

국제적 수준의

외국어 능력 향상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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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수 소개



9. 학과 교수학과교수 소개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학사졸업

∙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호텔외식경영학 석사졸업

∙ 경기대학교 호텔경영학과 박사졸업

∙ Hyatt Regency Fort Lauderdale 

∙ 호텔신라 (마케팅부)

∙ 한국관광공사 호텔등급평가위원

호텔관광경영학과 학과장

민 보 영

● 담당교과목 ●

∙ 경영학원론 (1학년)

∙ 호텔관광 사례연구 (4학년)



9. 학과 교수학과교수 소개

∙ 관광경영학 전공

∙ 호텔신라

∙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석사졸업

∙ 메이필드 호텔

∙ 국내, 해외(베트남) 호텔 프로젝트

∙ 일본 오쿠라 호텔, 미국 코넬대 연수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이 시 경

● 담당교과목 ●

∙자아발견과 비전탐색 (1학년)

∙식음료 경영론 (2학년)

∙



9. 학과 교수학과교수 소개

∙ 관광학 전공

∙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학술연구교수

∙ 한국관광연구학회 이사

∙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연구책임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김 혜 선

● 담당교과목 ●

∙ 카지노 산업론 (3학년)

∙



9. 학과 교수학과교수 소개

∙ 호텔경영 전공

∙ 삼성에버랜드 (마케팅, 서비스기획)

∙ Holiday Inn Seoul (연회예약) 

∙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연구책임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임 현 정

● 담당교과목 ●

∙ 관광학원론 (1학년)

∙ 관광법규 (2학년)

∙



9. 학과 교수학과교수 소개

∙ 원광대학교 생물교육과 학사졸업

∙ 한양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석사졸업

∙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박사졸업

∙ 하나투어 (유럽사업부)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이 진 영

● 담당교과목 ●

∙ 관광자원론 (2학년)

∙ 항공예약실무 (3학년)

∙∙



9. 학과 교수학과교수 소개

∙ 단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졸업

∙ 중국 산동대학교 중문과(중국 고전문학전공) 석사졸업

∙ 중국 산동대학교 중문과(중국 고전문학전공) 박사졸업

∙ 전) 중국 산동대학교 원어민 강사

∙ 전) 중국 안휘의과전문대학 원어민 교수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이 민 정

● 담당교과목 ●

∙ 기초중국어1 (1학년)

∙ 초급중국어1 (2학년)

∙∙



9. 학과 교수학과교수 소개

∙ 영어영문 전공

∙ English Teacher, The Adult High School, Canada

∙ English Teacher, Eton Language School, DaeJeon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James Greig

● 담당교과목 ●

∙ 실용영어 집중과정1 (2학년)

∙ 면접영어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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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동아리 소개



9. 학과 교수학과 동아리 소개



9. 학과 교수학과 동아리 소개

▶ GKL 특강

▶ 학술경진대회



9. 학과 교수학과 동아리 소개

▶ 동아리 회식▶ 우송제 부스



9. 학과 교수학과 동아리 소개



9. 학과 교수학과 동아리 소개

▶ 찾아가는 전공체험 ▶ 학술경진대회



9. 학과 교수학과 동아리 소개

▶ 대면식 ▶ M.T



9. 학과 교수학과 동아리 소개



9. 학과 교수학과 동아리 소개

▶ 학술경진대회▶ 국제주류박람회 견학



9. 학과 교수학과 동아리 소개

▶ 찾아가는 전공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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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WORLD 
STUDENT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영어

중국어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관련
업체

장학금
지급 및

학점인정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2. 특성화 프로그램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학기 파견국가 파견업체

2018년 1학기

(5명)

미국
The Broad Moor호텔 (1명)
Outrigger Guam beach Resort (1명), 
Hilton Guam Resort & Spa (1명)

홍콩 Black Sheep Restaurant (1명)

중국 Crowne Plaza Suzhou (1명)

2018년 2학기

(6명)

미국
The Broad Moor호텔 (1명), 
The Sheraton North Houston (1명)
Hilton Guam Resort & Spa (1명)

중국 Fairmont Nanjing (1명)

베트남 코리아트래블 (2명)

2019년 1학기

(4명)

미국
The Broad Moor호텔 (2명), 
The Sheraton North Houston (1명)

베트남 코리아트래블 (1명)

2019년 2학기

(5명)

미국 Hilton Guam Resort & Spa (1명)

중국 더블트리 바이 힐튼호텔 베이징 (2명)

베트남 코리아트래블 (2명)



2. 특성화 프로그램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Conrad Hotel

Seoul

Intercontinental Hotel

Seoul

Lotte Hotel

Seoul

Grand Hyatt Hotel

Incheon

하나투어

Seoul

Seven Luck CASINO

Seoul



2. 특성화 프로그램

호 텔 :  롯데호텔, 그랜드 하얏트 호텔, 워커힐 호텔, 신라호텔, 파크 하얏트 호텔

인터컨티넨탈 호텔, 호텔 인터시티, 로얄서울 호텔, 라한 호텔

여행사 :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우리여행사, 레드캡투어, 코리아트래블

리조트 :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무주리조트, 용평리조트, 양지파인리조트

외식업체 : TGI Fridays,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VIPS, 피자헛, 투썸플레이스

테마파크 : 롯데월드, 에버랜드, 엑스포과학공원

컨벤션 : COEX, KINTEX, BEXCO, 대전컨벤션센터

카지노 : GKL (그랜드코리아레저)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2. 특성화 프로그램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자매결연
대학

장학금지급
및 학점인정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교과목 맞춤
현장교육

호텔견학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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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가능 자격증



취득 가능 자격증

호텔서비스사, 컨벤션기획사

조주기능사, AHLA 바텐더, WSET와인자격증, 바리스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관광통역안내사

항공 예약 및 발권 자격증

관광교사 자격증, 레크리에이션지도자, 문화관광해설사

SMAT서비스경영자격, CS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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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분야



4. 취업 분야

 여행기획사

 Tour Conductor

 Tour Operator

 Tour Guide

 관광개발전문업체

 관광관련 공기업

 관광통역안내사

 관광교사

 항공사 지상직

 항공사 승무원

 공항 종사자

 크루즈 승무원

 코레일 승무원

 컨벤션업체

 Meeting Planner 

 이벤트업체

 테마파크

 카지노

 면세점

 호텔

 리조트

 외식업체
여행/

개발분야

컨벤션

이벤트

테마파크

카지노

항공업계

크루즈

숙박/외식
업계

취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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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현황



취업 현황

졸업년도 취업업체 및 졸업자

2020년

콘래드 호텔(김*엽)                                          신라 호텔(우*영)          

제주 신화월드 (정*훈)                                     신라스테이(안*현)

라마다 서울 (이*진) 

힐튼 부산 호텔 (유*준)

설악 켄싱턴 리조트 (양*령)                        

이비스 엠베서더 (박*욱)

제주 해비치 (이*현)

투썸플레이스 (김*나)



취업 현황

졸업년도 취업업체 및 졸업자

2021년

조선 호텔(이*희)

파크 하얏트 서울(황*예)

제주 해비치(김*아)

제주 라마다 호텔(김*주)

신세계 오노마 호텔
(김*연),(민*혜)

신라 스테이(김*람)

레스케이프 호텔(이*빈)

GSC 엘리시안리조트
(김*원)

SK 핀크스 (추*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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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준비 TIP & 입학 FAQ



입시 준비 TIP !

전공관련 교과목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학 과 적 합
인 · 적 성

· 사교성이 좋으며 관광 관련 학문에 관심이 많은 학생
· 글로벌 역량을 가지고 끊임없이 학습하는 학생
· 외국어에 흥미가 많은 학생
· 국제적인 감각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학생
· 두려움 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서비스 지향적인 생각을 갖춘 학생

전 공 관 련 활 동

· 호텔 현장 답사 및 실습
· 호텔 관련 박람회 및 직업 박람회 참여
· 관광 분야 공모전 참여
· 해외문화 체험
· 카지노 딜러 체험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전설적인 호텔리어의 NO라고 말하지 않는 서비스 / 하야시다 마사미쓰 / 2007
· 품격을 높이는 이미지메이킹 / 김경호 / 2015
· 처음처럼 / 신영복 / 2016
· 나도 호텔리어가 될 수 있다 / 권성애 / 2015
· 50년 호텔 & 리조트 외길 인생 / 나승열 / 2016



입학 Q & A

조기졸업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조기졸업이란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조기에 충족하
고 정해진 수업 연한인 4년을 단축하여 3.5년으로 졸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졸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이수 중인 학기를 포함하여 1,2학기 총 7개 학기 이상
및 여름, 겨울 학기 총 5개 학기 이상을 이수 중인 자, 전체 학년 평점 평균이 4.25 이상
인 자로 합니다.

수능시험 응시 계열에 관계없이 교차지원이 가능한가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계열에 관계없이 전 학부(과) 및 계열에 교차지원이 가능
합니다.

인터넷접수도 가능한가요?

모든 전형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고 제출기
한 내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숙사에 대해 알고 싶고 선발조건은 무엇인지요?

본 대학교 기숙사는 2인1실을 기준으로 하며 1학년 즉, 신입생 위주로 선발합
니다. 학년 초에 선발이 되면 한 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선발 기준
은 본 대학교기준 50km이상 거주자로서 입학총점 및 거리 환산점수를 합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Q

A

Q

A

Q

A

Q

A



입학 Q & A

호텔관광경영학과의 실습 교과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저희 호텔관광경영학과에서는 커피 바리스타, 와인과 주장관리, 카지노 산업론
등 재학생들의 풍부한 경험을 위해 다양한 실습 교과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학 하게 되면 중국어는 필수로 배워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본 학과에서는 영어, 중국어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영어는 수업을 반으로 나누어 한 번은 한국 교수님과, 한 번은 원어민 교수님
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어는 중국어 담당 교수님께서 진행 해 주십니다.

그 밖에 학교생활이나 입시 전반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시나 학교생활, 그리고 입학 후 궁금증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호텔관광경
영학과 학과사무실 번호 042)630-9268로 전화 주시거나, 우송타워(W13 , 906
호)로 찾아와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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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

A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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