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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강문화산업대학교 

푸드스쿨
조리 | 카페베이커리 | 식품영양 | 푸드콘텐츠 | 팜푸드비즈니스 

푸드스쿨 3년 | 모집정원 2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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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과정3YR 모집인원240푸드스쿨

왜 청강 푸드스쿨인가?

청강문화산업대학 푸드스쿨은 단순히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푸드 산업의 리더를 양성합니다. 1학년 

1학기에는 푸드스쿨 공통기초교육이 실시되며, 1학년 2학기부터 5가지 전공(조리, 카페베이커리, 식품영양, 푸드콘텐츠, 팜푸드비즈니스)중에

서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1학년 : 기초 실습 · 진로 선택

1학년 1학기는 공통과정으로 전문가가 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기간입니다. 1학년 2학기에는 본인의 적

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5가지 전공 조리/ 카페베이커리/ 식품영양/ 푸드콘텐츠/ 팜푸드비즈니스 중에서 전공을 선택합니다. 

2학년 : 전공 심화

각 전공별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더불어 모든 전공에서는 리더에게 필수적인 기업가 정신을 공통으로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청강 푸드스쿨의 최강점입니다.

3학년 : 인턴쉽, 경영 체험, 푸드 비즈니스 기획

국내외 인턴쉽을 통해 사회진출을 준비합니다. 브랜드클래스, 학교기업 쿨투라, 카페성수, 청강 프로젝트랩 등을 통한 학내 인턴쉽과 

메리어트호텔, CJ푸드빌 등 유수기업에서의 현장 인턴쉽에 참여합니다. 또한 농가 레스토랑 경영, 푸드 콘텐츠 관련 비즈니스 기획 등 

푸드산업 전반에 걸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청강 푸드스쿨은 다릅니다.

몰입식 심화교육수업 : 몰입식 집중 실습을 통해 기본역량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인턴학기제 : 교내외의 실습장에서 현장과 동일하게 실습을 합니다.

자기주도 실습 : 레시피를 따라하는 수업을 넘어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실습합니다.

브랜드클래스 : 학생들이 꿈꾸는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양질의 취업 처와 학교수업이 연계되어 진행하는 수업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

형 교육실시 후 취업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젝트수업과 레스토랑 OJT : 메뉴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창의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실제 교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OJT가 이루어집니다.

소수 정예 실습 수업 : 푸드산업 문화전문가 34명의 교수진과 24개의 실습실에서 20명 단위의 소수 정예를 대상으로 최고의 실습수업을 고집

합니다. 

졸업 후 진로 및 교육 성과

주요 진로 : 셰프, 외식서비스 전문가, 영양사, 제과제빵사로 호텔, 레스토랑, 케이터링업체, 카페, 프랜차이즈업체, 창업 및 슈퍼바이져, 쇼콜라

티에, 팜 투 테이블 개척자, 푸드 저널리스트, 외식 컨설턴트, 영양사, 식품 업체 제품 개발 및 연구직, 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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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쿨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CK취·창업프로그램

전공 동아리 운영
Culinary 

Camp
Food Trip 

전공심화역량

선배 후배가 멘토

멘티가 되어 활동

하는 전공동아리

학기 중, 방학 중 

운영되는 자격증 

취득 특강

식재료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알아보는 

현장 학습

레스토랑

OJT 프로그램

상품기획 

프로젝트

이벤트 기획 

프로젝트

창의역량

교내 레스토랑을 

직접 운영하기 위한 

메뉴 기획, 조리, 

스타일링까지 

살아 있는 현장 교육

트렌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품을 기획, 

제작, 포장, 판매전략까지 

구성하는 창의 프로젝트 

단체 행사를 기획하고 

행사 취지에 맞는 

케이터링 음식으로 

구성하는 이벤트기획 

프로젝트 

청강 푸드스쿨은 전공역량을 강화하고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활동, 캠프 운영 등을 통해 전공역

량을 강화하고, 외식문화를 이끄는 창의적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음식을 소재로 한 책, 영화, 음

악 등을 통해 음식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탐색하는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취업 사례 분석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

하는 글로벌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업 업체 탐색

학생이 취업하길 

희망하는 업체를 

탐색하여 업체정보, 

채용정보, 입사서류 

작성 등을 지원

이력서 클리닉

취업을 희망하는 

업체의 요구에 맞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을 1:1 멘토링을 

통해 지원

인턴쉽 지원

취업을 희망하는 

업체에서 5주간 실습을 

하면서 실무 능력 

및 취업 경쟁력 강화

산업체 특강

CJ푸드빌, 

메리어트호텔 

인사담당자가 직접 

취업준비 특강

모의면접 실시

CJ푸드빌, 

메리어트호텔 외 

다양한 외식업체 

인사담당자가 

모의면접 진행

이원일 셰프의 <창의 프로젝트> 수업 
이번 학기부터 푸드스쿨에 초빙교수로 부임한 이원일 교수가 외식경

영을 심도 깊게 다루는 <창의 프로젝트> 수업을 맡았다.

그의 수업은 ‘외식업 성공사례 분석 및 적용’을 주제로 창업 및 외식업 

경영에서의 다양한 변수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내용이다. 현재 운영 

사례를 업장들의 특성을 더해 분석한 후, 학생들이 직접 발굴해낸 아

이템을 실제 사업장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워크숍으로 진행한다. 팀별 

과제는 실무에서와 동일하게 총괄, R&D, Operation, 마케팅, 디자인 

부서로 나뉘어 협업하여 완성한다. 단순한 식당 경영이 아니라, 21세

기 사회문화 패러다임에 맞춘 창의 아이템 발굴이 수업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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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이커리 전공

전공 특성

청강 푸드스쿨의 조리 전공은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스스

로의 미래를 개척하는 외식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비전과 역량을 키웁니다. 다양한 인턴십과 익스턴십을 통

해 현장 감각을 높이고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프로페셔널 셰프를 양

성합니다. 

교과목구성

1학년 – 스탁앤소스/ 캐주얼다이닝/ 다이닝서비스

2학년 – 유러피안퀴진/ 한식반상차림/ 저장발효음식/ 

            외식업원가관리

3학년 – 레스토랑 OJT/ 레스토랑투어/ 창의프로젝트/ 갈라콘서트

졸업 후 진로

외식업체 셰프, 특급호텔 및 레스토랑 셰프, 레스토랑 매니저, 프랜

차이즈업체 창업 및 슈퍼바이저, 푸드트럭 창업, 외식 컨설턴트

조리 전공

전공 특성

식재료의 소중함을 바탕으로 건강에 좋은 “빵”과 “디저트”를 만들고, 이를 음료와 접목하여 카페베이커리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합니다.

교과목구성

1학년 – 기초베이커리/ 에코 브레드/ 스위트 브레드/ 구움과자/ 카페음료의 이해

2학년 – 케이크 데코레이션/ 타르트&파이/ 쇼콜라티에/ 카페디저트 테크닉/ 바리스타실무/ 카페메뉴실습

3학년 – 카페베이커리OJT/ 베이커리 캡스톤 디자인/ 카페 음료개발/ 카페베이커리 창업실무

졸업 후 진로

카페, 외식프랜차이즈, 윈도우베이커리, 외식업체, 식품회사, 호텔&리조트, 베이커리 교육기관, 카페베이커리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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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특성

조리, 음식, 마케팅, 트랜드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 푸드산업에

서 1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융합교육을 실시합니다. 음식이 상

품으로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전 과정을 배우는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이며, 매 학기 현장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수업을 통해 현업 전

문가의 일대일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푸드스터

디트립이라는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식문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교과목구성

1학년 – 감성으로 만나는 요리/ 인문학으로 만나는 요리/ 

            푸드스터디트립

2학년 – 푸드라이팅/ 푸드디지털이미지 활용/ 

            스토리텔링과 프리젠테이션

3학년 – 푸드콘텐츠 기획/ 푸드콘텐츠 브랜딩/ 

            1인 푸드미디어 프로젝트

졸업 후 진로

푸드관련 1인 제작자(푸드크리에이터, MCN), 메뉴컨설턴트, 푸드

스타일리스트, 식품기획MD, 푸드저널리스트(푸드 라이터), 미식투

어코디네이터, 푸드브랜드 창업 등

푸드 콘텐츠 전공

전공 특성

건강한 식생활, 안전한 식품, 과학적 품질관리에 필요한 식품, 영양, 위생, 조리에 관한 이론과 실무기술을 현장중심교육으로 가르쳐 실무능

력이 뛰어난 영양사, 위생사, 식품연구원을 양성합니다. 2017년 영양사 72%, 위생사76%, 식품산업기사 62% 합격률을 자랑합니다.

교과목구성

1학년 – 영양과 건강/ 조리과학/ 식품학/ 식품위생학

2학년 – 고급영양학/ 식사요법/ 생애주기영양학/ 단체급식관리/ 급식경영학/ 생리학/ 식품가공학/ 슬로우푸드발효학실험

3학년 – 임상영양학/ 영양교육/ 영양학특론/ 식사요법특론/ 영양사현장실습

졸업 후 진로

영양사 : 단체급식영양사, 상담영양사, 임상영양사, 병원영양사, 영양교사, 식습관지도사

위생사 : 위생관리사, HACCP 전문가, 위생직공무원

식품연구원 : 식품회사연구원, 식품품질관리사, 슬로우푸드전문가 

식품영양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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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특성

바른 먹거리를 생산하는 지역 장인들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상품화합니다. 지역 농산물을 발굴하여 식재료의 부가가치를 활용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른 절기 식재료에 대한 안목을 갖춘 셰프를 키웁니다. 생태적 가치와 자립 하는 삶을 추구하는 농가 레스토

랑에서 현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과목구성

1학년 – 농업비즈니스/ 플리마켓투어/ 텃밭재배/ 생태환경학/ 채소조리/ 곡물조리

2학년 – 음식인문학/ 작물재배/ 테이스트오딧세이/ 상품브랜딩/ 육류조리/ 발효저장조리

3학년 – 상품마켓팅/ 메뉴개발/ 작물슈퍼바이져/ 농가레스토랑/ 졸업프로젝트

졸업 후 진로

농식품 큐레이터, 팜 컴퍼니 창업, 스마트팜, 발효식품전문가, 농가레스토랑, 도시농부

팜푸드비즈니스 전공

브랜드 클래스 

학생들이 꿈꾸는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양질의 취업처와 학교수업이 연계되어 진행하는 수업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실시 후 

취업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산업체의 인턴쉽을 거쳐 정식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클래스 운영 결과 메리어트 호텔 그룹에 11명 취업, CJ 푸드빌에 10명 취업, 호주, 싱가폴, 두바이 등에 11명의 졸업생이 진출하여 글

로벌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5개의 브랜드 클래스

메리어트 호텔 클래스

세계 최대 호텔 업체인 

메리어트 호텔과 

협정을 맺고 운영하는 

브랜드 클래스

CJ 푸드빌 클래스

국내 최대 식품업체인 

CJ푸드빌과 협정을 

맺고 실무중심으로 

운영하는 브랜드 

클래스

람정 클래스

국내 최대 리조트업체 

제주 리조트 람정과 

협정을 맺고 리조트 

외식업계 현장실습으로

진행하는 브랜드 

클래스

카페 클래스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카페산업의 특성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배우는 브랜드 클래스

글로벌 클래스

맞춤형 개별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해외진출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브랜드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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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소개

김욱성 교수/ 캐주얼 다이닝

Johnson and Wales University 석사 / 관광 경영 MBA
뉴욕 Red Lobster 키친 매니저 및 서비스 매니저

서울, 스테이크 하우스 이트리 오너 셰프

최연배 교수/ 식품학

서울대학교 학사, KAIST 대학원 박사 / 생명과학

(주) 정식품 중앙연구소 근무

복종대 교수/ 한식조리

경기대학교 관광대학원 박사과정 / 외식산업경영 

그랜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호텔 총주방장

Korean Chef Club (KCC, 한국총주방장) 회원

최양옥 교수/ 프렌치 조리

경기대학교 관광대학원 박사과정 / 외식산업경영 

W Seoul Walkerhill , 총주방장

(사)한국 외식산업 경영학회 이사

신재근 교수/ 가드망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 외식경영학 

Holmes Colleges Australia Diploma of Hotel 

Management 졸업

Hotel Imperial Palace 양식당 Cafe Amiga Chef

고승혜 교수/ 한국조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 / 조리외식경영학 

주) 세종호텔 

사)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이영식 교수/ 디저트 테크닉

초당대학교 대학원 / 이학 석사

Hotel Walkerhill W Pastry Chef
제과 기능사 심사위원

오시운 교수/ 베이커리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 / 호텔외식경영학

Hotel Walkerhill W 베이커리 

구경원 교수/ 커피 로스팅

경기대학교 박사 / 관광경영학

Hotel Ritz-Carlton Seoul 

양현교 교수/ 호텔외식업

세종대학교 박사 / 호텔 관광경영학

Hotel Intercontinental London 

Grand Hotel Intercontinental Seoul 식음운영팀장 

전임교수

이원일 교수/ 레스토랑 경영 컨설팅

필리핀대학교 호텔외식경영학과 학사

디어브레드 오너 셰프 

궁중음식연구원 한국전통음식영어체험반 팀장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세프

최준석 교수/ 서양 조리

CIA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A.O.S.

Restaurant The Willows Inn (Washington)

이선명 교수/ 서양 조리

CIA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A.O.S.

Perse in Newyork

서정랑 교수/ 한식 조리

배화여자대학교 졸업 

썬 앳 푸드, HRB 경제교육센터

도민희 교수/ 식품영양학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 식품영양학

한국 식품위생 연구소 

정소연 교수/ 테이블 세팅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 외식조리관리 

(사)한국식공간학회 상임이사

초빙교수

장재권 교수/ 슬로우푸드발효학

연세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 식품생물공학과

해태제과연구소 

송장수 교수/ 기본영어1, 토익1,2
연세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 영어영문학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외래교수 역임

이상준 교수/ 식품위생학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수료 / 식품공학 

식품기술사 보유

한국야쿠르트 중앙연구소

안장우 교수/ 식품학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 식품공학

동서식품(주)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최혜림 교수/ 푸드스타일링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학사 / 도예과 졸업

독일 국립 니더라인 미술대학 산업도자기 전공(Diplom)

윤성은 교수/ 푸드스타일링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석사 / 디자인학(디자인매니지먼트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프랑스 Ecole Francise de Decoration Florale Diploma

김현숙 교수/ 푸드 컨설팅

스위스 글리옹 호텔관광경영대학 학사

일본 빵코디네이터협회 공인 인스트럭터

일본 츠지조 그룹교 마켓팅 커뮤니케이션 팀장

고현실 교수/ 푸드 콘텐츠 마케팅

원광대학교 통계학 학사

디자인하우스 마케터

황지희 교수/ 음식인문학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 식품영양학과 

일본 오사카 아베노 츠지조리학교 졸업

노재승 교수/ 이탈리안 조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 조리외식경영학

Restaurant Oasis, Sasseo (Italy), Restaurant G Head ch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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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의 교육 시설

Chinese
      Kitchen

Korean
      Kitchen

Japanese
      Kitchen

1

2

3

101
한식기초조리실습실

한국 조리 실습실로 한국 

요리를 제철에 맞는 메뉴 

기획과 실전 조리를 통하여 

조리법을 습득하고 

메뉴구성을 이해한다.

315
캡스톤디자인실습실

상업적인 작품 활동 및 

취업에 따른 실무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수준의 

작업 결과물을 기획하고 

제작한다.

105
CHINESE KITCHEN
중국요리의 조리업을 

익히고 실습에 적용하며, 

실습한 요리 시식을 통해 

음식의 맛의 특징을 

인지한다.

412
식품분석실

식품의 주요 성분 분석과 

유지류 신선도를 분석한다.

106
JAPANESE 

KITCHEN
일본요리의 특징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다.

식재료의 특성과 조리 

기구에 따른 조리법을 

익힌다.

414
식품위생실습실

식품의 위해요소를 

분류하고 주요 특징 및 

예방법과 작업장의 

위생관리 방법을 배운다.

108
바리스타 실습실

커피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커피 

메뉴를 실습하고, 

바리스타자격증을 취득하며 

카페 창업에 필요한 절차와 

지식을 습득한다.

417
식음료실습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음료를 알콜성 및 

비알콜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한다. 

1F

4F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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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창의프로젝트실습실

전공의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실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익힌다.

단체급식실습실

단체급식 식단을 만들고

위생적인 급식조리를

실습한다.

210
양식기초조리실습실1
주방 관리의 개념과 정의를 

이해하고 기초적인 서양 

조리법을 학습하고 

실습한다.

양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레시피와 

조리방법들을 이해하고 

실습한다.

114
DESSERT 

KITCHEN
디저트의 종류 및 주재료를 

이해하고 사용하며 다양한 

디저트 조리법을 실습한다.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디저트의 시각적 

표현법(담음새, 가니쉬 

연출)을 학습한다.

212
베이커리실습실2
제빵에 사용되는 주재료의 

재료과학의 이해 

작업공정에 필요한 제빵의 

기구와 도구의 사용법 

숙지한다.

115
FRENCH KITCHEN
프랑스 요리의 태동에서 

현재의 프랑스 음식이 

되기까지의 역사, 주방 

운용방법, 위생, 메뉴관리, 

조리방법을 이해한다.

213
테이블데코레이션실

푸드 산업에 있어 매력있는 

식공간을 만들기 위한 

이미지 전략으로 

식공간연출과 관련된 재료, 

기법, 연출 방법을 

이해하고, 주어진 주제에 

따른 식공간 연출 표현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창의적 감각과 사고를 

학습한다.

116
ITALIAN KITCHEN
이태리요리에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과 이탈리안 

주방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을 수업한다.

214
파티이벤트실습실

외식산업현장과 이벤트, 

그리고 광고 촬영에서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식탁 

이미지를 디자인하고 

직접 연출할 수 있다.

118
STYLING STUDIO
스타일링 및 조리의 

기본과정을 익힌 학생이 

스튜디오 환경에서 자신의 

구상한 이미지대로 

촬영하기 위한 기법들을 

연구하는 과정이다. 

215
다이닝룸

조리 실습실 및 디저트 

실습실에서 생산되는 

메뉴를 코스요리로 

구성하여 품격있는 

레스토랑 서비스 제공을 

실습한다.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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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

식품영양 전공 72%(영양사) 77%(위생사)

24개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실습실

71작품

메리어트호텔, CJ푸드빌, 람정, 카페클라스 운영

5개

조리, 카페&베이커리, 식품영양, 푸드콘텐츠, 

팜푸드비즈니스 중 선택

80시간

 5주 단위/ 1과목/ 80시간 집중교육

숫자로 보는 푸드스쿨 

배움과 지식을 넘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외식산업의 리더를 양성한다

34명

푸드분야 전문교수

교수진 

세부 전공

215명

1년 현장실습 참가 인원

11명

호주, 싱가폴, 두바이 근무

현장실습

해외 인턴쉽

4억6천만 원
스쿨학생들 1년동안 4억6천만원 장학금 수혜 

14개

14개, 218명 학생 참여

W

장학금

전공 동아리

실습비용

몰입식 수업

자격증합격률

실습실

브랜드 클래스

246개

국내 기업 인턴쉽 프로그램

산학협력

4억원

1년 실습식자재 비용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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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졸업생

최연화 |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 04학번, (현)베이킹 클래스 ‘단미’대표,

최연화 동문은 28세라는 이른 나이에 창업하여 현재 케이크 디자이너로, 디저트 강사로, 케

이크 쇼핑몰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려면 당연히 좋은 재료를 써야 해요. 하지만 재료만 좋다고 맛있는 디

저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풍부한 경험과 테크닉이 뒷받침 되어야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 수 있어요. 오랜 경험은 최상의 맛으로 보답하죠. ‘경력’을 거꾸로 하면 역경이에요. 그만

큼 쉽게 얻어지는 경력은 없다는 의미일겁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참고 노력하는 역경의 시간

을 보내면 나를 나타내는 경력이 됩니다.” 

현상욱 |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 04학번, (현) 레스토랑 <다츠> 세프

현상욱 동문은 졸업 후, 미국 미시시피주에 있는 카지노호텔에서 인턴십을 마치고 미슐랭스

타를 받은 미국의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면서 맛의 특성을 공부했다. 귀국 후 프렌치 레스토랑 

‘메종기와’, 미슐랭가이드 별 두 개를 2년 연속으로 받은 정식당에서 수쉐프로 근무하다 최근 

한남동 핫플레이스로 주목받는 레스토랑 <다츠>를 열었다. <다츠>는 정식당 수쉐프 출신 현상

욱을 주축으로 한 세프팀 제이콥, 이태원 녹사평의 유명 카페 <보통>, 인스타그램에서 인기몰

이 중인 인테리어 회사 디플라이트가 의기투합해 만든 새로운 개념의 레스토랑으로 오픈 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요리에 탁월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꾸

준한노력을 바탕으로 음식과 맛에 대해 호기심과 탐구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스타 쉐프들은 오랜 시간 집념으로 한 분야를 파고든 노력파라고 생각합니다. 

쉐프는 본인이 맛을 즐길 뿐 아니라 요리를 문화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동보배 |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 04학번 l CJ홈쇼핑 디스플레이어/ 

(현)프리랜서 푸드스타일리스트

동보배 동문은 푸드스트일리스트라는 직업은 겉모습은 화려해보이지만 트렌드를 놓치지 않

고 앞서가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새로움을 위한 끊임없는 노

력이 보람을 주는 매력이 있다며 후배들에게 도전을 권한다. 

“푸드스타일리스트 일을 하려면 감각이 정말 중요해요. 타고난 감각이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감각도 노력으로 생기니 끊임없이 관찰하고 트렌드를 파악해서 감각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조리법이나 공간연출 등에도 유행이 있기 때문에 타겟 계층의 선호도, 패션, 음악, 영화 등을 

통해 문화적인 소양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하림 | 식품영양전공 02학번, (현)신세계푸드 을지대학 점장

식품영양을 전공한 전하림 동문은 졸업 후 신세계푸드에서 영양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현

재 을지대학 급식점 점장이다.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된 직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날씨, 행사, 

계절 등에 맞춰 다양한 식단을 연구했다. 

“신세계푸드는 대기업이며 사원복지제도가 좋아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할 수 있

어서 영양사라는 이 직업에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입사 새내기일 때 동기들에게 지지 않으

려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일했던 경험이 평생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쟁심

보다 고객들의 만족을 제 직장생활의 보람으로 생각했던 마음 가짐이 좋은 결과를 안겨주었

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찾으려 노력하다보면 진짜 보람 있고 

행복한 직장생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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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접수기간
제출서류

마감

면접1차

합격자발표
면접고사 실기고사

합격자

발표

예치금

납부

등록금

납부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수시1차
9.11(월)

~9.29(금)
10.10(화) 10.13(금) 10.17(화) 10.21(토)~10.22(일) 10.27(금)

12.18(월)

~12.21(목) 2.7(수)

~2.9(금)

12.22(금)~12.29(금)

수시2차
11.7(화)

~11.21(화)
11.22(수) 11.27(월) 12.1(금) 12.15(금)

정시1차
12.30(토)

~2018.1.12(금)
1.15(월) 1.18(목) 1.22(월)~1.27(토) 1.30(화)~1.31(수) 2.6(화) - 2.10(토)~2.28(수)

1. 전형일정

•면접고사 1차 서류합격자 발표는 애니메이션, 만화창작, 게임전공만 해당됩니다.

•우리 대학은 수시 지원 6회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마감은 해당일 16시 도착분에 한함

•합격자 발표는 해당일 14시입니다.

•2.27~2.28 합격자 발표 시 타 대학 등록자는 제외됩니다.  

1. 모집인원이 ‘음영’으로 표시된 전형은 모집하지 않는다.

2. 실기전형, 면접전형의 경우 총점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0점 미만인 경우 모집정원이 미달되더라도 선발하지 않는다.

3.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발생 시 충원기준에 따라 정시1차에서 모집한다. (정원내외 공통)

4. 정시모집 1차 등록결과에 따라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 2차에서 선발한다. (정원내외 공통)

5. 수시1차 예비후보가 수시2차 모집에 지원하여 합격 후 등록할 경우 수시모집1차 충원합격대상자로서의 자격은 상실됨. (정시동일)

6. (●)는 수시1차 : 애니메이션전공, 만화창작전공, 게임전공 | 정시1차 : 애니메이션전공, 만화창작전공만 해당됨.

7. (●)는 수시1차 : 만화창작전공만 해당됨

입학안내

2. 모집인원 

스쿨 전공
입학

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정원외

학생부 특별 실기 면접 농어촌
수급자

차상위
학생부 특별 실기 면접 수능 특별 실기 면접 특성화고졸

재직자 외국인 대졸자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180 5 3 60 20 7 3 6 1 10 4 1 70 3 1 4

만화콘텐츠 만화창작 180 22 35 40 7 3 3 50 30 3 1 4

게임콘텐츠 게임 180 35 10 30 45 7 3 11 5 35 6 3 3 1 4

푸드스쿨 240 100 20 35 11 4 48 10 25 1 1 3 1 4

패션스쿨 60 22 3 16 2 1 10 2 4 2 1 3 1 4

뮤지컬스쿨 150 1 1 25 5 5 1 2 1 25 15 2 48 25 3 1 4

모바일IT
모바일통신 66 15 42 2 1 5 1 2 1 3 1 2

스마트미디어 40 27 2 2 1 7 1 2 1 3 1 2

유아교육과 96 45 2 10 4 1 30 2 6 1 1 2

합계 1,192 272 83 150 171 47 18 119 23 25 89 28 9 168 55 24 9 30

성적

반영

학생부 100% ● ● ● ● ●

학생부 70% + 서류 30% ●

학생부 100% + 가산점 ● ● ●

실기 100% ● ● ●

학생부 40% + 실기 60% ●

면접 100% ● ● ●

수능 60% + 학생부 40% ●

수능 40% + 실기 60% ●

전적대학성적 및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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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제출방법   업로드규격  파일명 표기 제출처

온라인

접수자

접수사이트 로그인 ⇨ 제출자료 업로드 ⇨ 원본지참 

고사참여

ZIP압축하여

1개파일 업로드
전공-수험번호

www.uwayapply.com - 파일업로드

www.jinhakapply.com -파일업로드

본교|우편

접수자

본인 이메일 ⇨ 전공별 이메일로 제출자료 첨부발송 

⇨ 원본지참 고사참여

ZIP압축하여

1개파일 업로드
전공-수험번호 푸드스쿨  food@ck.ac.kr

3. 면접전형 면접고사 (면접전형 지원자만 시행)

3) 면접전형 관련서류 제출방법

전공  전공별 관련서류
포트폴리오

매수제한
규격제한

제출방법

온라인접수  본교접수

푸드스쿨 ➊ 자기소개서 ➋ 학업계획서 - - 사이트업로드 지정이메일

2) 전공별 관련서류

•양식은 입학홈페이지(http://ipsi.ck.ac.kr) 양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다. 

1.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2. 접수마감 기간내 미제출시, 제출서류미비로 전형대상에서 제외됨  

3. 면접고사 당일 가져온 원본은 면접 종료 후 반환됨  

4. 관련자료 업로드 및 메일발송은 제출서류 마감일 16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5. 우편 | 본교 접수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접수확인(수험번호) 후 전공별 지정 이메일로 메일전송

1) 면접고사 개요

가. 형식 : 자기소개서 및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한 인터뷰

나. 인터뷰시간 : 1인당 10분 이내 (지원인원에 비례하여 전공별로 소폭 조정될 수 있음)

다. 면접전형을 위한 모든 자료는 아래에 제시된 원서접수 절차에 따라 제출하며 면접고사 당일 원본을 반드시 휴대한다.

전공

수시1차 수시2차

학생부전형 특별전형 실기전형 면접전형 학생부전형 특별전형 면접전형

모집 경쟁률 학생부 모집 경쟁률 학생부 모집 경쟁률 학생부 모집 경쟁률 모집 경쟁률 학생부 모집 경쟁률 학생부 모집 경쟁률

푸드스쿨 127 3.2 7.8 20 2.1 8.0 35 2.4 75 2.1 8.0 10 1.3 6.4 20 2.1

성적 

반영비율(%)
학생부 100%

학생부 100% + 
가산점

면접 100% 학생부 100%
학생부 100% + 

가산점
면접 100%

성적 

반영방법(%)
학생부 : 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성적 중  최우수 1개학기 전과목 

•내신등급은 등록자의 최저 성적임

4. 2017학년도 입시결과 (경쟁률 | 입학자 최저성적)

1) 수시모집

2) 정시모집

전공

정시1차

수능중심전형 특별전형 실기전형 면접전형

정원 경쟁률 학생부 수능 　정원 경쟁률 학생부 정원 경쟁률 수능 정원 경쟁률

푸드스쿨 100 3.4 8.4 175.4 12 0.5 8.3
성적 

반영비율 (%)
학생부40% + 수능60% 학생부 100% + 가산점

성적 

반영방법(%)

- 학생부: 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성적 중  최우수 1개학기 전과목
- 수학능력: 국어, 영어, 수학 우수 2개과목 각각 30%, 기타과목 40%

•정시수능 점수 :  {(A과목 x 0.3) + (B과목 x 0.3) + (C과목 x 0.4)} x 6 또는 4{40% 반영시} 

•내신등급은 등록자의 최저 성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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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성과 및 실적은

문화산업계에서 인정받는, 교육 역량이 우수한 상위권 대학입니다.

•2014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선정 [교육부 2014~2018]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획득 [교육부 2013~2018]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LINC”선정 [교육부 2012~2016]

•문화산업계열 대학 유일 6년 연속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 [교육부 2008~2013]

•유아교육과 교원양성기관평가 최우수 A등급 선정 [2013]

•산업체 경력 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만화애니게임학과 150명, 공연예술학과 40명

•“국가인적지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기관”선정 [고용노동부 2008~2014]

•10년 연속 “글로벌 현장학습사업”선정 [교육부 2007~2016]

•10년 연속 “산학연협력지원사업”선정 [중소기업청 2005~2014]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사업”선정 [중소기업청 2009~]

•“인재 개발 우수기관[Best-HRD]인증 [교육부·안전행정부 2010~2014]

•“학교 기업 지원사업-학교 기업 CCRC”선정 [교육부 2009~2016]

•전문대학 유일 콘텐츠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선정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2014]

개교년도 1996년

건학이념 자연사랑, 인간사랑, 문화사랑

비젼 문화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 최고 대학

학생수 3,733명 (2017년 4월 기준)

구분 7개 스쿨 8개 전공, 1개학과, 2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제 2년제, 3년제, 4년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CAMPUS MAP
11개의 강의동과 체육관, 학생회관, 대운동장, 청현뜰 등으로 구성된 청강의 캠퍼스는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캠퍼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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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이외의 대중교통은 홈페이지 [교통안내]를 참고하십시요. •스쿨버스 운행지역은 입학당해년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 서울권 구리/광주권 안산권 용인권 이천/여주권 수원권 평택/안성권 인천/안양

30분 이내 천호역 광주 안산중앙역 동백 오천 신갈 죽산 인천

40분 이내 잠실역 곤지암 상록수역 용인 덕평 영통 백암 부천

50분 이내 양재역 하남 양지 여주 수원역 안성 송내

60분 이내 하계 구리 성남모란역 부발 평택 안양

70분 이내 영등포 미금 이천 평촌

죽전 고천

수지

1   정문 

2   통학버스 승차장

3   운동장

4   창작마을

애니메이션 스쿨의 실습실과 

강의실이 모여있습니다. 

산학협력 프로젝트,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청강창조센터 

(CCRC)가 있습니다. 

남학생들의 기숙사인 

비전학사가 있습니다. 

5   에듀플랙스

실내체육관 시설로서 각종 

체육행사와 학생들의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10   인간사랑관

유아교육과의 실습실과 강의실이 

있으며, 1층에는 학생식당, 매점 

등 학생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11   어울림관

학생회관으로 1층에는 

카페몽가와 문구점 등 

학생편의시설이, 2층에는 

청강갤러리가 있습니다. 

패션스쿨의 실습실과 강의실이 

함께 있습니다.

12   공작소

뮤지컬스쿨의 무대미술전공 

실습실과 강의실이 있습니다.

13   아람관 

실습실, 강의실이 있으며 2층, 

3층에는 숙박시설이 있어 

모바일스쿨의 기술사관학교 등 

산업체위탁교육이 이루어집니다.

14   뮤지컬하우스

뮤지컬스쿨 학생들의 수업이 

진행되는 각종 실습실, 강의실이 

있으며, 학생들이 작품을 공연할 

수 있는 소극장 ‘숨’이 있습니다.

15   문화사랑관

푸드스쿨의 실습실과 강의실이 

있습니다. 

16   청현재 

산자락에 자리잡은 

전통한옥으로서 각종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   청강학사 

여학생 전용 기숙사로서, 기숙사 

내에는 샤워실, 세탁실, 주방, 

세미나실, 휴게실, 전망 테라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7   청강홀 

대학 본관입니다. 건물에는 

문화정보센터, 취업정보센터, 

학생서비스센터, 만화역사박물관, 

청강역사박물관 비춤, 대학본부가 

있습니다.

8   현재관

게임콘텐츠스쿨, 만화콘텐츠스쿨, 

모바일스쿨의 실습실과 강의실이 

있습니다.

9   청현뜰

중앙에 설립자 청강 이연호 선생의 

동상이 있으며 그 건너편에 작은 

인공폭포와 나무그늘, 벤치가 있는 

학생들의 휴식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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