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관광학부

수강신청 관련 학부 공지사항

 ▣ 교직이수자 전공 및 교직 기본이수과목 수강 관련(필독)

  ▶ 각 전공별 교직이수자들은 졸업시까지 수강해야 하는 과목을 숙지하신 후 기본이수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하시어 해당 자격증 발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요람 및 홈페이지 참조).



□ 관광경영학전공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 학년별 권장 교과목 구분

   - 1학년: 기초교과군

   - 2학년: 핵심교과군, 심화교과군

   - 3,4학년: 심화교과군, 응용교과군

  

 ○ 관광경영학 관련 교과목

   -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1학년 수강 필수   

   - 관광캡스톤디자인: 졸업시험면제신청가능과목, 3, 4학년 수강 권장 

   - 복합리조트경영론 : 카지노경영 이론위주의 수업 진행이므로 카지노운영실무1 후수강 권장

   - 투어오퍼레이션실무/국외여행인솔안내실무(이우진교수): 여행사경영론 선수강 권장

   - 여행항공운임발권실무(박수영 교수): 여행항공예약실무 선수강 권장

   - 호텔관광실무외국어1 : 중국어 및 일본어로 구분되므로 선택 수강, 일본어는 PBL로 운영

   - (PBL): 과목명 뒤 (PBL)을 표기한 과목은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임

□ 호텔경영학전공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 학년별 권장 교과목 구분

   - 1학년: 기초교과군

   - 2학년: 핵심교과군

   - 3학년: 심화교과군

   - 4학년: 응용교과군

 ○ 호텔경영학 관련 교과목

  - 호텔외식캡스톤디자인: 졸업시험면제신청가능과목, 3, 4학년 수강 권장 

  - 호텔커리어심화프로젝트 1학년 필수수강(지도교수 강좌 수강)

  - 호텔관광실무외국어2: 중국어 1강좌 일본어 1강좌 개설, 언어별 선택수강

  - (PBL): 과목명 뒤 (PBL)을 표기한 과목은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임

  

 ○ 사회맞춤형과정(LINC+) 참여 학생 수강 과목은 추후 일괄 수강신청 예정(월, 금요일 1~10교시 수업) 

  - 4학년 1학기: 4과목

  - 4학년 2학기: 3과목

 ※ 위 과목을 제외한 과목은 본인이 별도 수강신청 가능함



□ 항공서비스전공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 학년별 권장 교과목 구분

   - 1학년: 기초교과군

   - 2학년: 핵심교과군

   - 3학년: 심화교과군

   - 4학년: 응용교과군

○ 항공서비스 관련 교과목

  -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1학년 수강 필수권장, 지도교수강좌 수강(지도교수: 대학생활과 진로 수강신청

(본인신청) 교수가 지도교수임)

  - 항공캡스톤디자인:  졸업시험면제신청가능과목, 3, 4학년 수강 권장

  - 항공취업전략실무: 3학년 필수권장(취업지도 교과목)

  - 항공소셜커머스창업: 4학년 필수권장(취업지도 교과목)

  - 서비스트랜드와 스타트업챌린지, 서비스산업종합설계, 항공캡스톤디자인: 공모전 출전, 스펙향상

  - 호텔관광실무외국어: 영어, 중국어,일본어 강좌 개설, 언어별 선택수강

  - 항공예약실무, 항공발권실무는 관광학부 내 교과목 수강권장

        

□ 글로벌 호텔비즈니스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 글로벌호텔비즈니스 관련 교과목

  - 관광학원론, 다문화커뮤니케이션 스킬, 호텔영어(기초): 1학년 2학기 수강 권장

  - 글로벌호텔세일즈&마케팅, 호텔오페라시스템, 글로벌호텔프로젝트, 호텔일본어(중급): 2학년 2학기 수강

권장

  - 서비스매너, 호텔&레스토랑회계, 서비스품질경영론, 호텔컨벤션경영서비스: 3학년 2학기 수강권장

  - (PBL): 과목명 뒤 (PBL)을 표기한 과목은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임

  - 과목 당 전공 학년별 수강할 수 있도록 시간표 특이사항 란에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학부(관광경영학전공)
구분 과목코드 과목명 시수 학점 제한인원 신입생

1학기 2학기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담당교수 요일/교시

기초교과군 0709101 관광학원론 2 2 60 v 이우진 사/ 월3 본부414 전공(30),기초(70) 이우진 사/ 월3
기초교과군 0709102 관광학원론 2 2 60 v 임성택 사/ 수3 본부705 전공(30),기초(70) 오정학 사/ 화7
기초교과군 0709103 관광학원론 2 2 장현종 사/ 월2
기초교과군 0709201 호텔경영론 2 2 60 v 이완로 사/ 월3 본부705 관계(27),기초(73) 이완로 사/ 월3
기초교과군 0709202 호텔경영론 2 2 60 v 이완로 사/ 월5 본부304 관계(27),기초(73) 이완로 사/ 월5
기초교과군 0709203 호텔경영론 2 2 40 v 노선희 사/ 화3 본부417 관계(27),기초(73)
기초교과군 0874001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60 v 오정학 사/ 화7 본부404 관광경영학전공 1학년필히 수강

기초(40),혁신(20),소통(20),관계(20)
기초교과군 0874002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60 v 김판영 사/ 화7 본부414 관광경영학전공 1학년필히 수강

기초(40),혁신(20),소통(20),관계(20)

기초교과군 0874003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조원섭 수3,4 본부419
대학생활과진로 수강신청 후 동일교수님 강좌수강신청 

혁신(20),소통(20),관계(20),기초(40)

기초교과군 0874004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권봉헌 수3,4 본부408
대학생활과진로 수강신청 후 동일교수님 강좌수강신청 

혁신(20),소통(20),관계(20),기초(40)

기초교과군 0874005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이광옥 수3,4 본부406
대학생활과진로 수강신청 후 동일교수님 강좌수강신청 

혁신(20),소통(20),관계(20),기초(40)
기초교과군 0874006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장현종 사/ 수2 본부417 기초(40),혁신(20),소통(20),관계(20)
기초교과군 0874007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엄경아 목3,4 본부101 혁신(20),소통(20),관계(20),기초(40)
기초교과군 0874008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나윤서 목3,4 본부104 혁신(20),소통(20),관계(20),기초(40)
기초교과군 0874009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이향정 목3,4 본부402 혁신(20),소통(20),관계(20),기초(40)
기초교과군 0874101 서비스이론과 실제 2 2 60 v 김화연 사/ 화3 본부414 기초(47),혁신(27),소통(27) 김화연 사/ 월3

기초교과군 0874102 서비스이론과 실제 2 2 60 v 김화연 사/ 화7 본부306 기초(47),혁신(27),소통(27) 김화연 사/ 월7

기초교과군 0874103 서비스이론과 실제 2 2 노선희 사/ 수2

핵심교과군 0402701 여행사경영론 3 3 60 정민의 사/ 화5,6 본부404 전공(27),전공(27),혁신(27),섬김(20) 이우진 사/ 월5,6

핵심교과군 0403301 관광자행동론 3 3 60 송근석 사/ 화5,6 본부414 전공(40),혁신(20),소통(20),섬김(20) 송근석 사/ 수5,6

핵심교과군 0403302 관광자행동론 3 3 송근석 목5,6/ 사

핵심교과군 0408401 관광마케팅론 3 3 60 윤지현 사/ 월3,4 본부404
전공(40),전공(20),전공(20),전공(10),전공(10)

윤지현 사/ 월3,4

핵심교과군 0408402 관광마케팅론 3 3 60 오정학 사/ 월7,8 본부404
전공(40),전공(20),전공(20),전공(10),전공(10)

핵심교과군 0709601 호텔관광실무외국어1 3 2 40 구희경 사/ 월5,6 본부417 중국어 전공(20),소통(27),섬김(53) 구희경 사/ 월5,6

핵심교과군 0709602 호텔관광실무외국어1 3 2 40 채숙향 사/ 수7,8 본부406 일본어 전공(20),소통(27),섬김(53) 채숙향 사/ 화5,6



관광학부(관광경영학전공)
구분 과목코드 과목명 시수 학점 제한인원 신입생

1학기 2학기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담당교수 요일/교시

핵심교과군 0797101 관광법규와 정책 2 2 60 송근석 목7/ 사 본부705 전공(40),전공(20),혁신(20),관계(20) 송근석 목8/ 사

핵심교과군 0874201 관광산업인간관계론 3 3 60 정민의 목3,4/ 사 본부705
전공(20),전공(20),관계(20),관계(20),섬김(20)

정민의 사/ 화7,8

핵심교과군 0875801 MICE경영론 3 3 60 이웅규 사/ 월5,6 본부404 전공(20),전공(20),전공(40),전공(20) 이웅규 사/ 화5,6

핵심교과군 0875802 MICE경영론 3 3 60 이웅규 사/ 월7,8 본부414 전공(20),전공(20),전공(40),전공(20)
핵심교과군 0945101 복합리조트경영론 2 2 60 윤지현 사/ 수3 본부404 카지노이론위주 수업

전공(60),혁신(20),소통(20) 윤지현 사/ 화5

핵심교과군 0945102 복합리조트경영론 2 2 윤지현 사/ 화7

핵심교과군 0945201 관광콘텐츠자원론 2 2 60 송근석 목5/ 사 본부705 전공(60),혁신(20),관계(20) 송근석 목7/ 사

핵심교과군 0945202 관광콘텐츠자원론 2 2 60 송근석 목6/ 사 본부705 전공(60),혁신(20),관계(20)
핵심교과군 0945301 해양레저관광론 2 2 60 윤지현 사/ 화7 본부304 혁신(20),전공(60),관계(20) 윤지현 사/ 수3

심화교과군 0403701 관광상품기획론 3 3 40 정민의 사/ 화7,8 본부313
전공(30),전공(20),전공(20),전공(20),전공(10)

임성택 사/ 수7,8

심화교과군 0403702 관광상품기획론 3 3 정민의 사/ 수7,8

심화교과군 0443801 관광조사방법론 3 3 40 임성택 사/ 수5,6 본부405 PBL 전공(20),전공(20),전공(20),전공(40) 임성택 사/ 수3,4

심화교과군 0712301 관광브랜드론 3 3 60 오정학 목5,6/ 사 본부404
전공(40),전공(20),전공(20),전공(10),전공(10)

오정학 사/ 월7,8

심화교과군 0874601 MICE실무 3 3 40 황성민 사/ 수1,2 본부405 PBL 전공(60),혁신(13),관계(20),섬김(7) 황성민 사/ 수1,2

심화교과군 0874701 축제이벤트플래닝 3 3 40 김판영 목7,8/ 사 본부404 전공(40),전공(20),전공(40) 김판영 사/ 수5,6

심화교과군 0874702 축제이벤트플래닝 3 3 김판영 목7,8/ 사

심화교과군 0874801 특화관광(SIT)실무 3 3 40 정민의 목5,6/ 사 본부405 전공(30),전공(20),전공(20),전공(30) 정민의 사/ 수5,6

심화교과군 0874901 여행항공예약실무 3 3 40 박수영 사/ 수5,6 본부412 전공(20),전공(67),섬김(13) 박수영 사/ 화5,6

심화교과군 0874902 여행항공예약실무 3 3 40 박수영 목5,6/ 사 본부412 전공(20),전공(67),섬김(13) 박수영 목5,6/ 사

심화교과군 0875001 투어오퍼레이션실무 3 3 40 이우진 사/ 수3,4 본부405 PBL 전공(40),관계(20),혁신(20),섬김(20) 이우진 사/ 수3,4

심화교과군 0945401 스마트관광론 3 3 60 임성택 사/ 화7,8 본부705 전공(40),혁신(33),소통(27) 임성택 목3,4/ 사

심화교과군 0945801 카지노운영실무1 3 3 30 박진양 사/ 월5,6 본부418 카지노실무1 전공(31),소통(13),섬김(56) 박진양 사/ 월5,6

응용교과군 0875101 엔터테인먼트관광실무론 3 3 40 임성택 사/ 화5,6 본부705 PBL 전공(20),전공(40),관계(20),섬김(20) 임성택 목1,2/ 사

응용교과군 0875201 관광스토리텔링실무 3 3 40 정민의 사/ 월5,6 본부405 PBL 전공(40),전공(20),소통(20),관계(20) 정민의 사/ 화5,6

응용교과군 0875401 여행항공운임․발권실무 3 3 40 박수영 사/ 수7,8 본부412 전공(67),소통(20),섬김(13) 박수영 사/ 화7,8

응용교과군 0875402 여행항공운임․발권실무 3 3 40 박수영 목7,8/ 사 본부412 전공(67),소통(20),섬김(13) 박수영 목7,8/ 사



관광학부(관광경영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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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교과군 0875501 국외여행인솔․안내실무 3 3 40 이우진 사/ 화7,8 본부407 전공(40),소통(20),섬김(40) 이우진 사/ 화5,6

응용교과군 0875601 관광캡스톤디자인 3 3 40 김판영 사/ 수7,8 본부405 PBL 전공(20),전공(30),전공(20),전공(30) 김판영 목5,6/ 사

응용교과군 0945701 관광소셜미디어실무 3 3 40 이웅규 사/ 화7,8 본부521 PBL 전공(40),혁신(20),소통(20),관계(20) 이웅규 사/ 월7,8

응용교과군 0945702 관광소셜미디어실무 3 3 이웅규 사/ 화7,8

응용교과군 0982001 관광스타트업 챌린지 3 3 40 김판영 사/ 수5,6 본부404 소통(40),전공(40),전공(20) 김판영 사/ 수7,8

응용교과군 0982101 관광실전 창업 3 3 40 이웅규 사/ 화5,6 본부407 전공(40),전공(20),소통(20),섬김(20) 이웅규 사/ 월5,6
사회맞춤형과정 0774601 호텔캡스톤디자인 3 3 이광옥 금5,6,7
사회맞춤형과정 0774901 OJT 3 3 권봉헌 월8,9,10
사회맞춤형과정 0785601 호텔R&D인턴십 3 3 40 박슬기 금5,6,7 본부406 LINC+ 전공(40),혁신(40),관계(20)
사회맞춤형과정 0895701 자기경영론 3 3 40 이광옥 금8,9,10 본부406 LINC+ 전공(40),섬김(40),소통(20)
사회맞춤형과정 0938901 호텔서비스사이언스 3 3 40 권봉헌 월5,6,7 본부406 LINC+ 전공(30),전공(20),혁신(20),관계(30)
사회맞춤형과정 0939101 호텔실전영어 3 3 40 노선희 금1,2,3 본부406 LINC+ 전공(33),소통(33),소통(33)
사회맞춤형과정 0939201 호텔사례연구 3 3 박종철 금1,2,3



관광학부(호텔경영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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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과군 0709101 관광학원론 2 2 60 v 이우진 사/ 월3 본부414 전공(30),기초(70) 이우진 사/ 월3
기초교과군 0709102 관광학원론 2 2 60 v 임성택 사/ 수3 본부705 전공(30),기초(70) 오정학 사/ 화7
기초교과군 0709103 관광학원론 2 2 장현종 사/ 월2
기초교과군 0709201 호텔경영론 2 2 60 v 이완로 사/ 월3 본부705 관계(27),기초(73) 이완로 사/ 월3
기초교과군 0709202 호텔경영론 2 2 60 v 이완로 사/ 월5 본부304 관계(27),기초(73) 이완로 사/ 월5
기초교과군 0709203 호텔경영론 2 2 40 v 노선희 사/ 화3 본부417 관계(27),기초(73)
기초교과군 0874001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60 v 오정학 사/ 화7 본부404 관광경영학전공 1학년필히 수강

기초(40),혁신(20),소통(20),관계(20)
기초교과군 0874002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60 v 김판영 사/ 화7 본부414 관광경영학전공 1학년필히 수강

기초(40),혁신(20),소통(20),관계(20)

기초교과군 0874003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조원섭 수3,4 본부419
대학생활과진로 수강신청 후 동일교수님 강좌수강신청 

혁신(20),소통(20),관계(20),기초(40)

기초교과군 0874004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권봉헌 수3,4 본부408
대학생활과진로 수강신청 후 동일교수님 강좌수강신청 

혁신(20),소통(20),관계(20),기초(40)

기초교과군 0874005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이광옥 수3,4 본부406
대학생활과진로 수강신청 후 동일교수님 강좌수강신청 

혁신(20),소통(20),관계(20),기초(40)
기초교과군 0874006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장현종 사/ 수2 본부417 기초(40),혁신(20),소통(20),관계(20)
기초교과군 0874007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엄경아 목3,4 본부101 혁신(20),소통(20),관계(20),기초(40)
기초교과군 0874008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나윤서 목3,4 본부104 혁신(20),소통(20),관계(20),기초(40)
기초교과군 0874009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이향정 목3,4 본부402 혁신(20),소통(20),관계(20),기초(40)
기초교과군 0874101 서비스이론과 실제 2 2 60 v 김화연 사/ 화3 본부414 기초(47),혁신(27),소통(27) 김화연 사/ 월3

기초교과군 0874102 서비스이론과 실제 2 2 60 v 김화연 사/ 화7 본부306 기초(47),혁신(27),소통(27) 김화연 사/ 월7

기초교과군 0874103 서비스이론과 실제 2 2 노선희 사/ 수2
핵심교과군 0714501 외식경영론 3 3 이광옥 사/ 수3,4

핵심교과군 0876901 호텔마케팅론 3 3 60 권봉헌 사/ 수5,6 본부705 전공(40),혁신(20),관계(40) 권봉헌 사/ 수5,6

핵심교과군 0877001 호텔서비스론 3 3 60 최현정 사/ 월5,6 본부705 혁신(22),전공(56),섬김(22) 최현정 사/ 월5,6

핵심교과군 0877002 호텔서비스론 3 3 60 최현정 사/ 월7,8 본부705 혁신(22),전공(56),섬김(22) 최현정 사/ 월7,8

핵심교과군 0877301 호텔서비스영어 3 3 40 김성원 목5,6/ 사 본부406 소통(40),전공(33),혁신(13),소통(13)
핵심교과군 0877501 호텔인적자원관리론 3 3 40 박슬기 사/ 화5,6 본부417 전공(33),전공(22),혁신(22),섬김(22)
핵심교과군 0946001 글로벌호텔의이해(PBL) 3 3 40 최현정 사/ 화5,6 본부406 혁신(22),소통(33),관계(22),전공(22) 최현정 사/ 화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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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교과군 0946002 글로벌호텔의이해(PBL) 3 3 40 최현정 사/ 화7,8 본부406 혁신(22),소통(33),관계(22),전공(22) 최현정 사/ 화7,8

핵심교과군 0946101 호텔객실실무 3 3 40 박지원 목7,8/ 사 본부406 혁신(20),전공(53),섬김(27) 박지원 목7,8/ 사

핵심교과군 0946201 호텔 F&B 실무 3 3 40 조원섭 사/ 화7,8 본부419 관계(22),전공(56),섬김(22) 조원섭 사/ 화7,8

핵심교과군 0946202 호텔 F&B 실무 3 3 40 조원섭 사/ 수7,8 본부419 관계(22),전공(56),섬김(22)
심화교과군 0709701 호텔관광실무외국어2 3 2 40 구희경 사/ 월7,8 본부407 중국어 소통(16),전공(33),소통(51) 구희경 사/ 월7,8

심화교과군 0709702 호텔관광실무외국어2 3 2 40 채숙향 사/ 수5,6 본부406 일본어 소통(16),전공(33),소통(51) 채숙향 사/ 수5,6

심화교과군 0876001 호텔비지니스영어 3 3 김성원 목5,6/ 사

심화교과군 0876101 와인&소믈리에 3 3 40 구정대 목3,4/ 사 본부419 전공(44),섬김(33),전공(22) 구정대 목3,4/ 사

심화교과군 0876102 와인&소믈리에 3 3 40 구정대 목5,6/ 사 본부419 전공(44),섬김(33),전공(22) 구정대 목5,6/ 사

심화교과군 0876201 칵테일실무 3 3 40 박종철 사/ 월3,4 본부419 조주기능사자격증취득연계과목
전공(67),섬김(33) 박종철 사/ 월3,4

심화교과군 0876202 칵테일실무 3 3 40 박종철 사/ 월5,6 본부419 조주기능사자격증취득연계과목
전공(67),섬김(33) 박종철 사/ 월5,6

심화교과군 0876301 Hotel Trends &Challenges(PBL) 3 3 40 노선희 사/ 화7,8 본부405 관계(33),전공(24),혁신(42) 노선희 목5,6/ 사

심화교과군 0876401 호텔연회코디네이터실무 3 3 40 이광옥 사/ 수5,6 본부408 전공(40),혁신(40),관계(20) 이광옥 사/ 수5,6

심화교과군 0877401 호텔시장조사방법론 3 3 박슬기 사/ 화5,6

심화교과군 0884101 크루즈경영론 3 3 40 구정대 사/ 수5,6 본부414 전공(22),전공(44),섬김(33) 구정대 사/ 수5,6

심화교과군 0884102 크루즈경영론 3 3 40 구정대 사/ 수7,8 본부414 전공(22),전공(44),섬김(33) 구정대 사/ 수7,8

심화교과군 0946301 커피바리스타실무 3 3 40 이광옥 사/ 월3,4 본부408 커피바리스타 자격증취득 연계과목
관계(20),전공(40),전공(40) 이광옥 사/ 월3,4

심화교과군 0946302 커피바리스타실무 3 3 40 이광옥 사/ 월5,6 본부408 커피바리스타 자격증취득 연계과목
관계(20),전공(40),전공(40) 이광옥 사/ 월5,6

심화교과군 0946401 호텔회계실무 3 3 장현종 사/ 수1,2

심화교과군 0982201 환대산업스타트업챌린지(PBL) 3 3 40 박종철 사/ 화5,6 본부405 전공(44),전공(22),섬김(33)
응용교과군 0772601 호텔/외식캡스톤디자인 3 3 30 조원섭 사/ 월3,4 본부405 전공(33),혁신(56),관계(11) 조원섭 사/ 월3,4

응용교과군 0772602 호텔/외식캡스톤디자인 3 3 조원섭 사/ 수3,4

응용교과군 0876601 호텔경영전략세미나(PBL) 3 3 40 박종철 사/ 화7,8 본부408 전공(33),전공(33),섬김(33) 박종철 사/ 화7,8

응용교과군 0876801 호텔 SNS 마케팅실무(PBL) 3 3 40 임성택 사/ 수1,2 본부406 전공(40),혁신(20),소통(20),관계(20) 임성택 사/ 수1,2

응용교과군 0877601 호텔오페라운영실무 3 3 40 노선희 사/ 수3,4 본부412 전공(27),전공(53),혁신(20) 노선희 사/ 수3,4

응용교과군 0945901 호텔실전인터뷰(PBL) 2 2 40 최현정 목3/ 사 본부406 전공(33),혁신(33),소통(33) 최현정 목3/ 사

응용교과군 0945902 호텔실전인터뷰(PBL) 2 2 40 최현정 목4/ 사 본부406 전공(33),혁신(33),소통(33) 최현정 목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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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교과군 0946501 카지노운영실무2 3 3 30 임정우 목5,6/ 사 본부418 소통(22),전공(56),관계(22) 임정우 목5,6/ 사

응용교과군 0946601 호텔이벤트기획실무(PBL) 3 3 40 조유혜 사/ 수7,8 본부408 혁신(33),전공(33),전공(33) 조유혜 사/ 화7,8

응용교과군 0982301 환대산업 실전창업 3 3 박종철 사/ 화5,6
사회맞춤형과정 0774601 호텔캡스톤디자인 3 3 이광옥 금5,6,7
사회맞춤형과정 0774901 OJT 3 3 권봉헌 월8,9,10
사회맞춤형과정 0785601 호텔R&D인턴십 3 3 40 박슬기 금5,6,7 본부406 LINC+ 전공(40),혁신(40),관계(20)
사회맞춤형과정 0895701 자기경영론 3 3 40 이광옥 금8,9,10 본부406 LINC+ 전공(40),섬김(40),소통(20)
사회맞춤형과정 0938901 호텔서비스사이언스 3 3 40 권봉헌 월5,6,7 본부406 LINC+ 전공(30),전공(20),혁신(20),관계(30)
사회맞춤형과정 0939101 호텔실전영어 3 3 40 노선희 금1,2,3 본부406 LINC+ 전공(33),소통(33),소통(33)
사회맞춤형과정 0939201 호텔사례연구 3 3 박종철 금1,2,3



관광학부(항공서비스전공)
구분 과목코드 과목명 시수 학점 제한인원 신입생

1학기 2학기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담당교수 요일/교시

기초교과군 0709101 관광학원론 2 2 60 v 이우진 사/ 월3 본부414 전공(30),기초(70) 이우진 사/ 월3
기초교과군 0709102 관광학원론 2 2 60 v 임성택 사/ 수3 본부705 전공(30),기초(70) 오정학 사/ 화7
기초교과군 0709103 관광학원론 2 2 장현종 사/ 월2
기초교과군 0709201 호텔경영론 2 2 60 v 이완로 사/ 월3 본부705 관계(27),기초(73) 이완로 사/ 월3
기초교과군 0709202 호텔경영론 2 2 60 v 이완로 사/ 월5 본부304 관계(27),기초(73) 이완로 사/ 월5
기초교과군 0709203 호텔경영론 2 2 40 v 노선희 사/ 화3 본부417 관계(27),기초(73)
기초교과군 0874001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60 v 오정학 사/ 화7 본부404 관광경영학전공 1학년필히 수강

기초(40),혁신(20),소통(20),관계(20)
기초교과군 0874002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60 v 김판영 사/ 화7 본부414 관광경영학전공 1학년필히 수강

기초(40),혁신(20),소통(20),관계(20)

기초교과군 0874003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조원섭 수3,4 본부419
대학생활과진로 수강신청 후 동일교수님 강좌수강신청 

혁신(20),소통(20),관계(20),기초(40)

기초교과군 0874004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권봉헌 수3,4 본부408
대학생활과진로 수강신청 후 동일교수님 강좌수강신청 

혁신(20),소통(20),관계(20),기초(40)

기초교과군 0874005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이광옥 수3,4 본부406
대학생활과진로 수강신청 후 동일교수님 강좌수강신청 

혁신(20),소통(20),관계(20),기초(40)
기초교과군 0874006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장현종 사/ 수2 본부417 기초(40),혁신(20),소통(20),관계(20)
기초교과군 0874007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엄경아 목3,4 본부101 혁신(20),소통(20),관계(20),기초(40)
기초교과군 0874008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나윤서 목3,4 본부104 혁신(20),소통(20),관계(20),기초(40)
기초교과군 0874009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이향정 목3,4 본부402 혁신(20),소통(20),관계(20),기초(40)
기초교과군 0874101 서비스이론과 실제 2 2 60 v 김화연 사/ 화3 본부414 기초(47),혁신(27),소통(27) 김화연 사/ 월3

기초교과군 0874102 서비스이론과 실제 2 2 60 v 김화연 사/ 화7 본부306 기초(47),혁신(27),소통(27) 김화연 사/ 월7

기초교과군 0874103 서비스이론과 실제 2 2 노선희 사/ 수2

핵심교과군 0664601 항공객실업무론 3 3 80 이향정 사 100%원격수업 전공(82),섬김(18) 나윤서 목5,6/ 사

핵심교과군 0664801 항공서비스영어 3 3 40 이소라 목5,6/ 사 본부402 전공(22),전공(56),소통(22) 박미애 사/ 수5,6

핵심교과군 0664901 항공운송업무론 3 3 연지영 사

핵심교과군 0665001 항공서비스매너실무 3 3 40 v 이향정 사/ 월5,6 본부402 전공(33),관계(33),섬김(33)
핵심교과군 0665002 항공서비스매너실무 3 3 40 v 연지영 사/ 월5,6 본부104 전공(33),관계(33),섬김(33)
핵심교과군 0665003 항공서비스매너실무 3 3 40 v 연지영 사/ 수5,6 본부402 전공(33),관계(33),섬김(33)
핵심교과군 0665201 이미지메이킹 3 3 나윤서 사/ 월5,6



관광학부(항공서비스전공)
구분 과목코드 과목명 시수 학점 제한인원 신입생

1학기 2학기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담당교수 요일/교시

핵심교과군 0877801 스피치와커뮤니케이션 2 2 40 김화연 사/ 화5 본부402 소통(40),전공(40),혁신(20)
핵심교과군 0878001 항공영어와 세계여행 3 3 이향정 사/ 수5,6

핵심교과군 0878201 항공서비스중국어 2 2 40 엄경아 사/ 화7 본부101 전공(33),소통(33),소통(33)
핵심교과군 0946701 VR⸱XR항공안전실습 3 3 엄경아 사/ 월3,4
핵심교과군 0946702 VR⸱XR항공안전실습 3 3 엄경아 목7,8/ 사

핵심교과군 0947301 항공토익L/C 3 3 40 v 장승재 사/ 월7,8 본부104 전공(11),소통(44),소통(44) 장승재 사/ 월7,8

심화교과군 0614601 SMAT서비스경영론 3 3 40 김화연 목3,4/ 사 본부417 SMAT자격취득
전공(47),혁신(27),소통(27) 김화연 사/ 수5,6

심화교과군 0614701 기내식음료실무실습 3 2 40 김화연 목5,6/ 사 본부101 전공(20),전공(27),혁신(27),소통(27) 김화연 사/ 수3,4

심화교과군 0666801 항공취업전략실무 3 3 엄경아 사/ 수7,8
심화교과군 0666802 항공취업전략실무 3 3 나윤서 사/ 수7,8
심화교과군 0666803 항공취업전략실무 3 3 이향정 사/ 수7,8
심화교과군 0716401 기내방송실무 3 2 이향정 금5,6/ 사

심화교과군 0716701 기내서비스실무실습 3 2 40 연지영 사/ 월7,8 본부101 전공(29),전공(18),혁신(27),섬김(27) 연지영 목5,6/ 사

심화교과군 0878601 항공서비스일본어 2 2 40 채숙향 사/ 화2 본부705 소통(20),전공(30),소통(50)
심화교과군 0879101 서비스산업종합설계 3 3 나윤서 목7,8,9
심화교과군 0946801 공항운영실무 3 2 김화연 사/ 월5,6
심화교과군 0946901 의전사무실습 3 2 연지영 사/ 화7,8

심화교과군 0947401 항공토익스피킹 3 3 40 박미애 사/ 화5,6 본부104 전공(33),소통(33),소통(33) 장승재 목5,6/ 사

심화교과군 0947501 항공토익R/C 3 3 장승재 사/ 화7,8

응용교과군 0667001 서비스마케팅 3 3 80 연지영 사 100%원격수업
혁신(27),전공(47),혁신(27) 연지영 사

응용교과군 0878801 항공캡스톤디자인 3 3 40 나윤서 목7,8,9 본부402 전공(82),혁신(18)
응용교과군 0878901 호텔관광실무외국어3 3 2 40 유선영 금3,4/ 사 본부104 영어 전공(33),소통(67) 채숙향 사/ 화7,8
응용교과군 0878902 호텔관광실무외국어3 3 2 유선영 금3,4/ 사
응용교과군 0879201 항공영어인터뷰 3 3 40 박미애 사/ 화7,8 본부104 전공(53),혁신(47) 이소라 목3,4/ 사

응용교과군 0947101 항공보건실무 3 3 40 엄경아 사/ 수5,6 본부101 IATA자격취득
전공(22),전공(22),전공(22),섬김(33)

응용교과군 0947102 항공보건실무 3 3 40 엄경아 목7,8/ 사 본부101 IATA자격취득
전공(22),전공(22),전공(22),섬김(33)

응용교과군 0947201 항공보안실무 3 2 40 나윤서 사/ 수3,4 본부402 전공(40),전공(27),혁신(33)
응용교과군 0982401 서비스트렌드와스타트업 챌린지 3 3 이향정 사/ 월3,4



관광학부(항공서비스전공)
구분 과목코드 과목명 시수 학점 제한인원 신입생

1학기 2학기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담당교수 요일/교시

응용교과군 0982501 항공 소셜커머스 창업 3 3 40 엄경아 사/ 월3,4 본부104 전공(33),혁신(27),섬김(40)
응용교과군 0982502 항공 소셜커머스 창업 3 3 40 이향정 사/ 수5,6 본부104 전공(33),혁신(27),섬김(40)
응용교과군 0982503 항공 소셜커머스 창업 3 3 40 나윤서 금5,6/ 사 본부104 전공(33),혁신(27),섬김(40)
사회맞춤형과정 0774601 호텔캡스톤디자인 3 3 이광옥 금5,6,7
사회맞춤형과정 0774901 OJT 3 3 권봉헌 월8,9,10
사회맞춤형과정 0785601 호텔R&D인턴십 3 3 40 박슬기 금5,6,7 본부406 LINC+ 전공(40),혁신(40),관계(20)
사회맞춤형과정 0895701 자기경영론 3 3 40 이광옥 금8,9,10 본부406 LINC+ 전공(40),섬김(40),소통(20)
사회맞춤형과정 0938901 호텔서비스사이언스 3 3 40 권봉헌 월5,6,7 본부406 LINC+ 전공(30),전공(20),혁신(20),관계(30)
사회맞춤형과정 0939101 호텔실전영어 3 3 40 노선희 금1,2,3 본부406 LINC+ 전공(33),소통(33),소통(33)
사회맞춤형과정 0939201 호텔사례연구 3 3 박종철 금1,2,3



관광학부(글로벌호텔비즈니스)
구분 과목코드 과목명 시수 학점 제한인원 신입생

1학기 2학기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담당교수 요일/교시

기초교과군 0709101 관광학원론 2 2 60 v 이우진 사/ 월3 본부414 전공(30),기초(70) 이우진 사/ 월3
기초교과군 0709102 관광학원론 2 2 60 v 임성택 사/ 수3 본부705 전공(30),기초(70) 오정학 사/ 화7
기초교과군 0709103 관광학원론 2 2 장현종 사/ 월2
기초교과군 0709201 호텔경영론 2 2 60 v 이완로 사/ 월3 본부705 관계(27),기초(73) 이완로 사/ 월3
기초교과군 0709202 호텔경영론 2 2 60 v 이완로 사/ 월5 본부304 관계(27),기초(73) 이완로 사/ 월5
기초교과군 0709203 호텔경영론 2 2 40 v 노선희 사/ 화4 본부521 관계(27),기초(73)
기초교과군 0874001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60 v 오정학 사/ 화7 본부404 관광경영학전공 1학년필히 수강

기초(40),혁신(20),소통(20),관계(20)
기초교과군 0874002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60 v 김판영 사/ 화7 본부414 관광경영학전공 1학년필히 수강

기초(40),혁신(20),소통(20),관계(20)

기초교과군 0874003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조원섭 수3,4 본부419
대학생활과진로 수강신청 후 동일교수님 강좌수강신청 

혁신(20),소통(20),관계(20),기초(40)

기초교과군 0874004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권봉헌 수3,4 본부408
대학생활과진로 수강신청 후 동일교수님 강좌수강신청 

혁신(20),소통(20),관계(20),기초(40)

기초교과군 0874005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이광옥 수3,4 본부406
대학생활과진로 수강신청 후 동일교수님 강좌수강신청 

혁신(20),소통(20),관계(20),기초(40)
기초교과군 0874006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장현종 사/ 수2 본부417 기초(40),혁신(20),소통(20),관계(20)
기초교과군 0874007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엄경아 목3,4 본부101 혁신(20),소통(20),관계(20),기초(40)
기초교과군 0874008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나윤서 목3,4 본부104 혁신(20),소통(20),관계(20),기초(40)
기초교과군 0874009 관광포트폴리오디자인 2 2 40 v 이향정 목3,4 본부402 혁신(20),소통(20),관계(20),기초(40)
기초교과군 0874101 서비스이론과 실제 2 2 60 v 김화연 사/ 화3 본부414 기초(47),혁신(27),소통(27) 김화연 사/ 월3

기초교과군 0874102 서비스이론과 실제 2 2 60 v 김화연 사/ 화7 본부306 기초(47),혁신(27),소통(27) 김화연 사/ 월7

기초교과군 0874103 서비스이론과 실제 2 2 노선희 사/ 수2
핵심교과군 0797701 다문화커뮤니케이션스킬(PBL) 3 3 장현종 수4,5,6
핵심교과군 0797801 호텔영어(기초) 3 3 김성원 사/ 화7,8

핵심교과군 0797901 글로벌호텔객실실무론 3 3 40 장현종 사/ 수7,8 본부417 전공(40),관계(30),혁신(30)
핵심교과군 0798101 글로벌호텔세일즈 &마케팅 3 3 권봉헌 사/ 수7,8

핵심교과군 0798201 글로벌친환경호텔사례연구(PBL) 3 3 40 박슬기 목5,6/ 사 본부521 전공(33),혁신(33),관계(33)
핵심교과군 0798301 와인과음식관광 3 3 40 노선희 사/ 화5,6 본부419 전공(49),혁신(18),소통(33)
핵심교과군 0798401 서비스매너 3 3 노선희 사/ 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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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교과군 0962501 글로벌호텔용어 2 2 40 박슬기 사/ 화1 본부417 전공(33),소통(33),관계(33)
핵심교과군 0962601 글로벌호텔식음료실무론 3 3 40 노선희 사/ 수5,6 본부419 전공(64),혁신(18),섬김(18)
심화교과군 0798501 호텔일본어(기초) 3 3 40 채숙향 목7,8/ 사 본부417 소통(51),소통(16),전공(33)
심화교과군 0798601 호텔&레스토랑 회계 3 3 장현종 사/ 화7,8

심화교과군 0798701 글로벌호텔정보기술연구(PBL) 3 3 40 장현종 월7,8,9 본부417 혁신(33),소통(33),관계(33)
심화교과군 0798901 호텔일본어(중급) 3 3 채숙향 사/ 월5,6
심화교과군 0799001 글로벌호텔인적자원관리 3 3 40 박슬기 사/ 월3,4 본부417 전공(73),혁신(27)
심화교과군 0799101 서비스품질경영론 3 3 박슬기 목5,6/ 사
심화교과군 0943901 글로벌호텔오페라시스템 3 3 노선희 사/ 수5,6
심화교과군 0944001 글로벌호텔프로젝트(PBL) 3 3 박슬기 사/ 월3,4

심화교과군 0969001 글로벌호텔실전영어 3 3 40 김성원 목3,4/ 사 본부414 FL 개편 전공(20),혁신(67),소통(13)
응용교과군 0799201 글로벌호텔사례연구(PBL) 3 3 40 장현종 월4,5,6 본부407 전공(60),소통(40)
응용교과군 0799401 호텔컨벤션경영서비스(PBL) 3 3 박슬기 목3,4/ 사
응용교과군 0799501 호텔리서치연구 3 3 40 박슬기 목3,4/ 사 본부521 전공(40),전공(60)
응용교과군 0799601 호텔안전경영 3 3 40 노선희 사/ 수1,2 본부414 전공(60),전공(40)
응용교과군 0799701 호텔원가관리 3 3 박슬기 사/ 화7,8
응용교과군 0799801 쓰기와말하기를위한창의영어 3 3 김성원 목7,8/ 사
응용교과군 0799901 글로벌호텔비즈니스캡스톤디자인 3 3 노선희 목3,4/ 사

응용교과군 0947701 호텔영어인터뷰 2 2 40 김성원 사/ 화7 본부417 전공(20),혁신(53),소통(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