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영학과

T. 033-250-6160

Department of
Tourism Administration

http://www.kangwon.ac.kr/~tourism

F. 033-259-5532

관광산업 성장(4.3%)은 전체 경제성장(2.8%)을 능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에 대한 관광 산업의 전체 기여도는 9.5%로
증가하고 있는 촉망받는 미래산업이며 여가 및 관광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향후 많은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는 1974년 국립대학 최초로 신설된 전통있는 학과로서 학부과정 뿐 아니라 석·박사과정의 대
학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관광경영학과에서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호텔, 여행사, 항공사, 카지노, 컨벤션, 축제, 외식 등의 관광산업 분야, 관광마케팅을
포함하는 관광경영 분야, 여가 및 관광자원의 계획·개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 및 실무를 교육하고 있다.
또한 관광분야의 통합적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관광학과 관련된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 분야의 다양한 교과목을 기초
전공과목으로 편성하여 학제간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교수 및 연구분야

E-mail : @kangwon.ac.kr

김영국 교수

문준호 교수

송운강 교수

우은주 교수

윤희정 교수

이승구 교수

033-250-6169
yeongkim
글로벌 경영 414

033-250-6163
joonhomoon
글로벌 경영 507

033-250-6166
woongang
글로벌 경영 615

033-250-6162
ejwoo
글로벌 경영 407

033-250-6168
hjyun2
글로벌 경영 401

033-250-6165
sklee
글로벌 경영 609

관광마케팅,
관광객행동론,
조사방법론

항공서비스경영,
관광경제,
Hospitality Financial 관광정보,
and Strategic
관광학연구방법론
Management Issues

관광정보,
관광심리,
관광서비스

관광자원,
관광개발,
관광법규

레저경영학,
레저산업기획론,
카지노산업론

학년별 교육과정
1

관광학원론, 관광산업경영론, 글쓰기와 말하기, 의사소통영어1, 의사소통영어2, 경영경제통계, 경영학원론, 회계
학원론Ⅰ, 경제학원론

2

호텔경영론, 레저사회론, 관광조사론, 관광자원론, 관광정보론, 호텔관광인적자원관리, 관광레저상품론, 관광경
제론

3

외식사업경영론, 관광서비스마케팅, 관광이벤트론, 국제문화관광론, 항공사경영, 관광영어Ⅰ, 관광일본어, 관광
개발론, 관광서비스전략론, 호텔관광관리회계, 여행사경영론, 관광영어Ⅱ, 관광중국어, 관광지계획관리실무, 관
광자원해설론

4

HIS, 컨벤션산업론, 항공·여행실무론, 관광정책론, 관광법규, 관광사례조사론, 관광브랜드관리론, 관광소비자행동

전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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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설계 상담

경영대학

재학생 인터뷰
졸업 후 진로

학·석사 연계과정,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공공기관
대학 교수,
관광관련 공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개발 공사 등),
관광 및 지역개발관련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토연구원,
시정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등), 공무원 등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을 함께하고, 그 순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관광분야는 분명 큰 매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분야의 가치를 전달하고, 알리는
관광마케팅은 저에게 큰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관광마케팅’과 같은 마케팅에 관련
된 수업을 들으며, 실제로 관광기업을 만들어보고 마케팅을 기획해보는 실무적인 수업을
통해 더욱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탄탄한 이론적인 수업과 함께 마케팅
관련 수업과 실무적인 수업을 더욱 열심히 공부할 예정입니다.

Q 자신의 꿈이나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요?
A 관광경영의 전공을 살려 관광분야의 마케팅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상품기획부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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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Q 가장 관심 있는 분야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A 관광마케팅분야에 큰 관심이 갑니다. 관광은 여행업, 외식업, 호텔업 등 다양한 산업을

판매, 홍보 등 관광상품의 전 과정을 멋지게 관리하는 마케팅전문가가 되겠습니다!

학과(전공) 관련 추천 웹사이트 주소
세계관광기구 http://www.unwto.org

일반기업
관광 및 여가산업 분야,
경영관련 일반기업 분야

한국관광공사 http://www.visitkorea.or.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www.kcti.re.kr

자랑스러운 동문
백홍열(77학번) HTC 대표이사

김민기(81학번) 글로벌엔터피아 대표

엄익선(89학번) CJ 월디스 대표이사

류시영(96학번) 한라대 레저관광경영학과 교수

김소은(98학번) 제주관광공사

이동윤(98학번) 아시아나항공 부기장

최근 3년간 취업자
박재준(12학번) 모두투어

고정민(11학번) 이랜드

구지윤(10학번) 아시아나항공

박수진(10학번) 모두투어

최보람(09학번) 에어부산

손재용(09학번) 농협

김지수(11학번) 모두투어

오태진(08학번)코리아세븐

이런 학생이 오면 좋아요!
관광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서비스 정신 및 실행력, 리더십이 강한 학생
가치관이 확고하고, 열정이 있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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