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설학과및대학원개설전공

15년이상실무경력갖춘스타교수진트렌드맞춘강의

와인 커피등서비스산업새영역에창업실무까지전수

호텔과 서비스 외식 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크게증가함에따라호텔외식산업과

관련된 직종들이 유망 직업으로 부상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호텔리어 소믈리에

커피 전문가 푸드 스타일리스트 등 21세기

유망산업의전문가를키우는곳 전통과명

성을 자랑하는 경희사이버대 호텔경영학과

이은용학과장을만나이야기를들어봤다

◆ 경희 라는브랜드자부심

아마 호텔 및 외식업에관심이 있는 사람

이라면누구나 호텔산업은경희 라는말을

떠올릴 것입니다 1975년 경희호텔전문대

학 이생긴이래그동안많은관련학과 대학

들이생겨났지만아직까지누가깨려고해도

깰수가없는것같아요 경희의브랜드와전

통을고스란히이어받은곳이바로경희사이

버대학교입니다

그 전통은 화려한 교수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희사이버대 호텔경영학과에서는 호

텔 및 환대 산업에서 15년 이상의 실무 경력

을갖춘교수진은물론, 경희대학교호텔경

영학과교수들의수업을들을수있다 현장

에서 경험을 쌓은 실무 전문가들은 각종 특

강 실무위주의교과목을담당하며실제현

장에서의 적용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따라

갈수 있도록돕고있다 경희사이버대호텔

경영학과의 교수진은 조화로우며 탁월하

다 는말로설명할수있겠다

◆호텔 외식 서비스 창업을아우르는융 복

합학문

우리학과는호텔&리조트산업을중심으

로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한 탄탄한 교육과

정을쌓아왔습니다 이를바탕으로외식 와

인 커피등의최근주목받고있는서비스산

업의새로운영역까지섭렵하고있습니다

경희사이버대 호텔경영학과는 크게 호텔

경영과외식경영으로전공과정이구성돼있

다 이은용 학과장은 호텔&리조트 산업에

대한가장기본적이면서전문적인역량을기

르고 싶다면 호텔 프로젝트 기획론 호텔

경영분석 과목을꼭들어야한다고추천했

다 호텔&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본 지식 이론부터 기획 구상에 이르

는 전문적 영역까지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들어호텔경영학과에는호텔과관련

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재학생들뿐만 아니

라 다른 분야에서 전업을 위해 학업을 선택

한경우가많다 이런경우다양한분야를섭

렵하고 아우르는통섭 학문 교육을 통해 실

무적인도움을준다.

특히 창업과 관련해서 외식창업론 외

식사업상권분석론 이란수업을제공하고있

는데 상권분석같은과목은외식 서비스분

야종사자에게실제적으로도움이되는지식

입니다 창업을준비하는사람이라면정말필

수적이죠

경희사이버대 호텔경영학과는 호텔 산업

과관련한기본적이면서전문적인지식을익

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식 창업 등 각 분

야별로특성화된과목들이잘짜여있다.

◆배운내용을바로현장에서적용

우리 학과 재학생 중 호텔이나 외식업체

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모이면자연스레인맥네트워크를형성할수

있죠 학우들간의교류를통해트렌드와새

로운정보를더빨리얻을수있지요 업무에

서더많은성과를낼수있는까닭도여기에

있다고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학생들간의

교류 및 실무중심의학습을위해 최대한 지

원을아끼지않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호텔경영학과에서는 실무 전문가를 초빙

해다양한특강을실시한다 호텔 커피전문

가특강 외식창업특강이이뤄지고있으며

특급호텔탐방 서비스 매너 와인체험학습

등 전공에 필요한 실습을 다양한 산학 협력

을통해진행하고있다

◆온라인대학원 호텔외식MBA 전공…외식

박사취득의지름길

경희사이버대 대학원에는 호텔외식MB

A 과정이개설돼있어호텔경영학과를졸업

한후에도학업을지속할수있다 이밖에도

대학원 교육과정과 협력해 다양한 특강 오

프모임등의프로그램을운영중이어서학문

의권위를통한시너지효과를얻을수있다

대학원 과정 역시 학부와 같은 전공 트랙

을두고있다 호텔&리조트전공트랙 외식

&식음료 전공 트랙을 둬 학부의 전공 과정

과연계해심도있는공부를할수있다 이러

한탄탄하고촘촘한교과과정은대학원개설

을 준비하며교육공학 전문가와 함께 1년에

걸쳐철저하게준비한결과이다

특히 외식&식음료 전공트랙은외식산

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공 트랙으로 외식

창업및외식프랜차이즈전문가를양성하고

있다 학부 비전공자를위해 외식 산업과고

객 행동 이해와 관련한 기초 과목을 이수한

후 외식&식음료 전공 트랙을 이수할 수 있

도록교과목을구성해비전공자혹은직장인

들도부담없이학업을이어갈수있다 외식

기업 창업 및 컨설턴트 양성 과정도 눈에 띈

다 레스토랑창업론 레스토랑시설및디자

인관리 서비스경영론등과같은과목을통

해외식업체창업에실질적으로필요한전문

지식을쌓고창업전문가로서의역량을확보

할수있다 /배동호기자eleven@

경희 37년전통 브랜드파워이어가는경희사이버대호텔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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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국제지역▲경영▲호텔관광외식등 5개학부 19개학과에 지원가능하며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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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www khcu ac kr/ipsi, 대학원 02 3299-8808 홈페이지 grad khcu ac kr으로 문

의하면된다

전문호텔리어외식전문가의요람

세계적커피전문가특강도
호텔경영학과에서는

특성화교육으로유명연

사를초청해커피특강을

한다 지난 5월에는 현재

CCA(CaliforniaCollege

of the Arts)의교수로재

직하고있으며 SCAA 전

미스페셜티커피협회와CQI에서사용하는커핑포인트를창안

했으며 커피에 대한 정확한 프로파일을 제시하는 커핑의 마

스터로전세계적으로알려져있는케네스데이비즈를초청해

특강을하기도했다

그밖에도커피재배및그린빈(Green bean) 분야의국내최

고의권위자인㈜커피헌터의김은상대표특강도이뤄졌다

해외유명호텔등현장학습

www.metroseoul.co.kr
２０１２년 １２월 ４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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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경영학과는해외호텔및리조트탐방 특급호텔현장학

습프로그램 국내호스피탈리티기업체험을비롯한다양한현

장학습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특히재학생의 취업교육 재교육및훈련강화를위해 지속

적으로 특급호텔현장학습&OJT 를실시하고있는데이를통

해호텔관련 실무 및모의 면접활동까지다양한 실무를익혀

볼수있다

또한 외식업체 현장학습 & Executive Chef 특강을 통해

소자본레스토랑창업및운영 음식서비스및조리관련현장

방문학습을제공한다.이로써직장인재학생의창업정보제공

과교육을강화하고있다 와인을주제로와인&갈라디너프로

그램도실시된바있으며일본사케공장및맥주공장견학프로

그램도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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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IT계열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모바일융합학과 

인문사회경영계열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미디어콘텐츠디자인학과 

NGO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공공서비스경영학과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학과 

한국어문화학과 

e-비즈니스학과

자산관리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스포츠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외식농산업경영학과

대학원 전공

호텔관광대학원
호텔외식MBA전공

관광레저항공MBA전공 

문화창조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 전공

글로벌한국학 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