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수원과학대학교 총장 박철수입니다.
한식은 더 이상 우리만의 음식이 아닙니다. 건강한 한식은 웰빙을 원하는 세계인의 행복
한 먹거리가 되었고, 상품화된 한식은 식품 산업 발전의 중요한 수출품이며, 이야기가
담긴 한식은 유구하고 우수한 우리나라 대표 문화입니다.
지난해 우리학생들은 미국 텍사스텍 대학에서 한식으로 만찬을 차려냈으며, 영국 Westminster Kingway College 에서는 교수님들과 함께 영국 거주 해외 한식당 종사자들
에게 한식 교육을… 미국과 카자흐스탄에서는 해외현장실습교육 등 눈부신 활약 등이
많았습니다.
수원과학대학교 ‘글로벌한식조리과’는 한식 세계화를 주도할 한식 전문인력 양성 교육
을 위하여 새로운 가의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교수님을 모
시고 꾸준히 준비해왔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가 반영되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한식
조리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되어 세계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식이라는 우수한 우리 고유 문화를 세계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국가대표 한식 예비 조리사
육성을 위해 진심어린 기대와 꾸준한 성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식조리
특성화 학교
지원사업
한식조리 특성화 학교 지원사업이란?
2010~2013년 기간에 한식에 특화된 정예인력 배출과 특성화 학교의 모델 발전 및
지속적인 인력육성 시스템 확보를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사업을 의미함.

www.ssc.ac.kr

수원과학대학교 총장

- 전담기관 : 주관 부처인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주관기관 : 한식조리 특성화 학교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각 학교(대학교, 전문대학, 특성화고교)

한식조리 특성화 학교 현황
수원과학대학교, 전주대학교, 우송대학교, 재능대학 등 총 4개 대학과 부산 관광고등학
교 1개를 포함 총 5개 학교

안녕하십니까,
수원과학대학교 글로벌 한식조리과 학과장 최은희 입니다.

수원과학대학교 선정과정
2012년 6월 : 한식조리 특성화 전문대학 지정 추진위원회(위원장 : 총장)
2012년 7월 : 한식조리 특성화학교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2012년 8월 : 수원과학대학교 현장 실사
2012년 8월 : 최종 한식조리 특성화 대학 지정
2012년 9월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당신에게 한식은 무었입니까?”
우리의 교육철학은 이 한마디 물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한식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하
나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식을 세계화하는 글로벌 요리사로
커나갈 우리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글로벌 시대는 국제 사회의 상호 교류
와 협력이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한 나라의 문화화 경재, 사회 현상도 깊숙히 서로 소통
하고 있으며, 이에 발 맞추어 한류 문화와 한식에 대한 국내 및 세계인의 관심과 기대는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과는 단순히 요리 기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통
해 생활 예술 정신을 실현하고 글로벌한식조리과 만의 전문성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
드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될 것이며, 한국의 식생화 문화 발전과 요리 수준의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핵심 학교가 될 것입니다.
한식은 세계인과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행복한 한식문화를 세계에 전하는 특별한 한식조리사로 키우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
① 장학금, 기숙사비, 요리대회, 국내외 현장실습, 특별활동 등 학생지원
② 우수 교원확보
③ 첨단 실습실 및 강의실 구축
④ 20명 분반 형 강의가 가능한 블록제 수업 실시
⑤ 국내외 다양한 한식 브랜드 사업
⑥ 비스트로, 라비돌, 신텍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현장실습교육 실시
⑦ 글로벌화에 맞는 해외교류 및 영어교육 실시
⑧ 산업계, 학계, 지역사회와 교류 및 글로벌 한식 공동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재)한식재단 한식특성화대학지정
수원과학대학교 글로벌한식조리과 학과장
사무실 031)350-2338 Fax 031)350-2098 Website www.happyhansik.com

Concept

교과과정

1

20명 블록제 수업에 의한 집중 조리 수업

20명을 한 Class로 한 블록제 수업을 통한 집중조리 교육으로 학생들의 교육효과 증진
에 힘쓰고 있습니다.

3

다양한 장학금 혜택과 행복한식 열매 인증제 부여

성적 장학금, 근로 장학금, 봉사 장학금 등 다양한 혜택과, 학과 활동에 따른 행복한식 열매
인증제를 부여하여 해외문화인턴쉽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5

행복한식조리 캠프 및 전국요리대회

글로벌한식조리과 학생과 전국고등학교 재학생이 한 팀을 이뤄 “꿈과 희망이 있는 요
리”라는 주제로, 조리캠프 및 요리대회를 매년 연다. 유명 쉐프 특강 및 시연, 아이스카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블록제 시간표
한식을 상징하는 한글 머릿글자인 ‘ㅎ’과 ‘ㅅ’을 단청무늬와 훈장의 모티프를 적용하였
으며 하단부의 ‘ㅅ’은 사람을 의미함과 동시에 한옥의 지붕과 처마를 상징화하여 교육기
관으로서의 글로벌 한식조리과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함.

			월요일~목요일(3주단위 1과목 실습완료)
교시
			
1~3주
4~6주
7~9주
10~12주

2교시

Slogan

13~15주

1교시

3교시
4교시

향토음식이론 궁중음식이론
및 실습

한식상차림

산업체

소스

연구

현장 실습

개발

및 실습

6

5교시
6교시

Signature

7교시

이론&교양

이론&교양

이론&교양

이론&교양

이론&교양

8교시

2

4

브랜드 쉐프 육성을 통한 한식과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조리기술(초, 중급 및 심화), 한식조리입문, 프로페셔널쉐프1, 웰빙저장발효 실습, 글로벌
인턴쉽 등의 한식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한식 특성화에 맞춘 실습실과 기자재를 이용
하여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

궁중음식
1학년 2학기

한식상품화연구
2학년 2학기

>

실무 향상을 위한 산학협력 현장 멘토멘티제 운영

입학과 동시에 졸업때까지 호텔, 식품업체, 유명레스토랑 쉐프들과 (멘토 1: 학생2) 멘토링
제를 실시하며 취업의 기회를 증진시키며, 명인명사 특강, 한식카페 운영, 전공동아리 활
동 등의 내용으로 현장실무형 인재를 배출합니다.

해당나라를 방문해 한국과 그 나라의, 서비스, 음식문화등의 외식산업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현지 연수
- 교과명 : 글로벌 레스토랑 실무실습(9월, 11월) 해외레스토랑 실습
해외의 특별한 레스토랑을 방문하여 현지 레스토랑의 감각을 경험하고
쉐프들과 협업하고 음식에 대해 토의

상담
전문업체와 상담제공

>

인터뷰진행
국가, 부서별 프로그램지원

>

항공권발행
단체발권지원

이력서제출
영문이력서 제출

<

비자서류제출
서류준비 도우미제 실시

<

소양교육
현지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개최

>

호텔연회

>

- 교과명 : 국제외식산업연구(5월, 9월) 해외현지연수

>

한식 입문
1학년 1학기

해외 우수대학 연수, 해외식문화탐방 및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

방학중 해외 우수 대학 현지 연수 및 해외 식문화 탐방, 해외산업체 실습 등 글로벌 쉐프
로서의 경험을 쌓도록 합니다.

영어평가 및 교육
영어레벨테스트 실시

>

비자신청
해당업체 Job Offer 확인

>

출국
세계로 향하는 한식브랜드 쉐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