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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호텔

졸업년도졸업년도 학번학번 이름이름 업체명업체명

2019년 졸

201573** 김경섭 힐튼호텔

201773** 김예림 힐튼호텔

201773** 최지원 더케이호텔

201773** 황동이 더케이호텔

201473** 황신기 교원드림센터

201573** 전현준 아난티 남해 호텔

201573** 전승표 하얏트 호텔

201573** 정빈 웨스틴 조선호텔

201473** 김형찬 하얏트 호텔

201473** 한규형 현대 호텔

2018년 졸
2017년 졸

201373** 남진우 블루원 리조트

201373** 이승목 웨스틴 조선호텔

201573** 권화영 베스트웨스턴 호텔

201673** 금미애 현대호텔

201673** 최희수 농협연수원

201373** 전태욱 농협연수원

201673** 김재민 파라다이스 호텔

201673** 류영환 신라호텔

201673** 박가윤 코모도 호텔

201373** 음승현 하얏트 호텔

201273** 권성일 블루원 리조트

201273** 김현우 블루원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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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3** 김정엽 현대 호텔

201573** 심정은 더케이 호텔

201073** 황정흠 힐튼 호텔

201273** 박성진 하얏트 호텔

201573** 강지원 하얏트 호텔

201573** 김보경 하얏트 호텔

201573** 정휘성 하얏트 호텔

201273** 신제빈 강원랜드 호텔

2015년 졸 
2016년 졸

201373** 김다슬 부산 롯데호텔

201373** 박형욱 경주 현대호텔

201373** 서이슬 부산 조선호텔

201373** 한경금 부산 롯데호텔

201073** 손영권 경주 지지호텔

201173** 모원식 경주 힐튼호텔

201173** 이상엽 부산 조선호텔

201373** 박진식 부산 롯데호텔

201373** 윤가령 베스트웨스트호텔

201373** 조현경 부산 파크하얏트호텔

201373** 최영경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201373** 이우상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201373** 김신우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201173** 박경태 경주 코모도호텔

201173** 서원찬 서울 워커힐호텔

201173** 이상훈 교원 스위트호텔

201473** 금동림 경주 현대호텔

201473** 정승아 강원랜드

2014년 졸

2009730** 이동찬 하얏트호텔

2009730** 최우석 코오롱호텔

20101610** 황재섭 한화콘도

2010730** 김두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2010730** 황성욱 현대호텔

2012730** 안지영 (주)교원 스위트호텔

2012730** 조아라 영일대호텔

2008460** 김민수 (주)교원 스위트호텔



2008460** 이상현 (주)교원 스위트호

2011730** 조혜미 베니키아 호텔

2012730** 김서현 POSCO국제관

2012730** 남민정 (주)교원 스위트호텔

2012730** 이다연 코오롱 호텔

2012730** 정수빈 POSCO국제관

2012730** 정이경 베니키아 호텔

2009730** 김영화 울산 현대호텔

2012년 졸 
2013년 졸

2008460** 윤왕현 대명콘도

2008460** 이정훈 호주호텔(해외)

2009730** 임기태 한화콘도

2009730** 정재덕 POSCO국제관

2009730** 김창희 한화콘도

2011730** 이승현 (주)교원 스위트호텔

2008460** 이성호 인터불고호텔

2011730** 신제빈 강원랜드

2011730** 신우진 경주 교육문화회관

2006460** 임재영 POSCO국제관

2007460** 김현진 호텔영일대

2008460** 김필수 메이필드호텔

2010730** 박승수 코모도호텔

2010730** 박원우 힐튼호텔

2010730** 손연주 힐튼호텔

2010730** 이동효 현대호텔

2010730** 김수민 호텔영일대

2010730** 이준석 강원랜드

2010730** 이현우 강원랜드

2010730** 조지혜 현대호텔

2010730** 최부화 (주)교원 스위트호텔

커피커피



졸업년도졸업년도 학번학번 이름이름 업체명업체명

2019년 졸

201673** 김규남 서울 카페

201773** 정효실 경주 아덴카페

201773** 이은하 경주 아덴카페

201773** 한수림 문덕 카페

2018년 졸 
2017년 졸

201673** 최민지 서울 카페

201273** 양승혁 포항 카페

201573** 임소현 스타벅스

201573** 박정주 포항 카페

201573** 박재용 포아시스

201573** 최용준 포아시스

201573** 이가영 포아시스

201573** 전진희 더벤티

2015년졸 
2016년졸

201473*** 윤문식 아라비카

201173*** 김광훈 탐앤탐스

201473*** 최정현 아라비카

201473*** 하창희 커피와나무

201473*** 정다은 포마쥬

201273*** 김정환 슈만과 클라라

201273*** 안재성 준커피

201473*** 신선영 포마쥬

201373*** 이현지 카페다빈치

200746*** 최혁재 TEA&COFFEE

201073*** 남동근 the coffee club

201373*** 최동길 디초콜릿커피

2014년 졸

2008460** 김창로 커피볶는남자

2012730** 박송화 카페베네

2012730** 정수정 투썸플레이스

2012730** 박민정 엔젤리너스커피



2012730** 이수웅 엔젤리너스커피

2012730** 장혜수 SUNLIN CAFE

2012년 졸 
2013년 졸

2006220** 양성모 모캄보

2008460** 장정윤 슈만과클라라

2007460** 김도한 탐엔탐스

2010730** 박예지 카페베네

2010730** 최영수 커피명가

제과제빵제과제빵

졸업년도졸업년도 학번학번 이름이름 업체명업체명

2018년 졸
2017년 졸

201673** 이용선 서울 TOUCH 183

201573** 김소영 문덕 베이커리

201573** 정혜민 파리바게트

2015년졸 
2016년졸

201473*** 오혜지 서울 롤링핀

201173*** 손웅호 대구 삼송빵집

201273*** 이대호 한스드림베이커리

201373*** 안희정 부산 씨트론과자점

201373*** 정승현 대구 뺑드깜빠뉴

201373*** 이혜지 파리크라상

201373*** 김유진 파리크라상

201373*** 한상백 한스드림베이커리

2014년 졸

2010730** 이한울 한스드림 베이커리

2012730** 추정민 한스드림 베이커리

2011730** 황정훈 끼리

2012730** 김효경 뚜레주루

2012730** 정진리 빠리바게트

2011730** 고아름 서울 안스베이커리

2011730** 최기승 서울 옴트

2011730** 빈현주 빠리바게트

2006460** 김승재 빠리바게트



2012년 졸 
2013년 졸

2008460** 정준일 랑콩뜨레과자점

2008460** 유형준 서울행복의집제과

2010730** 권현명 서울행복의집제과

2010730** 김유린 CJ 뚜레쥬르

2010730** 손단비 CJ 뚜레쥬르

2010730** 옥아영 빠리바게트

2010730** 황혜림 CJ 뚜레쥬르

외식업체외식업체

졸업년도졸업년도 학번학번 이름이름 업체명업체명

2019년 졸

201473** 김성균 아웃벡 스테이크 하우스

201773** 한규형 서울 레스토랑

201573** 윤해수 CJ 푸드빌

201573** 정형준 스시덴

201773** 조하영 마카롱 전문점

201773** 김다솜 부산 레스토랑

201773** 이명숙 음식연구원 대표

2018년 졸 
2017년 졸

201271** 고경수 UA컨벤션

201673** 김은영 아웃벡 스테이크 하우스

201673** 박현정 아웃벡 스테이크 하우스

201673** 김세진 맥도날드

201673** 박영선 맥도날드

201573** 조정희 포항 중국집

201171** 배준희 마스터 짬뽕

201173*** 오명환 서울 더믹스드원푸드

201373*** 김엄지 서울 더믹스드원푸드

201373*** 이수진 부산 더레드쏠드

201373*** 이가영 서울 더믹스드원푸드

201173*** 임태우 서울 더믹스드원푸드



2015년졸 
2016년졸

201273*** 이동민 보정식품

201273*** 정찬민 피자헛

201473*** 김정아 이랜드자연별곡

201473*** 김지은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201173*** 이승훈 서울 이스트사이드마리오

201273*** 황남경 스시정

201473*** 한성희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201273*** 지상준 요남자

2014년 졸

2012730** 변지예 부산 더레쏠드

2012730** 이수영 임실피자

2012730** 김은미 (주)CJ푸드빌

2012730** 이상용 (주)CJ푸드빌

2009730** 최정원 (주)CJ푸드빌

2012730** 김선혁 착한낙지

2013년 졸

2008460** 허태환 (주)CJ푸드빌

2009730** 남창민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2009730** 박현우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2009730** 황철익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2011730** 김묘연 (주)CJ푸드빌

2011730** 오미애 블랙스미스

2011730** 정지훈 (주)CJ푸드빌

2007460** 김승현 블랙스미스

2008460** 이상목 (주)CJ푸드빌

2011730** 황혜림 (주)CJ푸드빌

2012년 졸

2004400** 정현수 (주)CJ올리브영

2007460** 윤상민 조주사 일식

2007460** 이윤수 아웃벡스테이크

2008460** 김우영 아카사카 일식

2008460** 김응선 아웃벡스테이크

2008460** 배규민 아웃벡스테이크

2008460** 함동희 아웃벡스테이크

2010730** 조인영 외식창업

2010730** 하지훈 UA컨벤션

여행사여행사 & 레저레저 & 서비스업서비스업



졸업년도졸업년도 학번학번 이름이름 업체명업체명

2018년 졸
201673** 최지현 경주 골프장

201673** 금미애 경주 골프장

2017년 졸
201573** 임청하 음식나라조리학원

201573** 김준무 대구 신세계 백화점

2015년졸 
2016년졸

201173*** 김동현 네이버여행사

201373*** 김예림 ㈜우리여행사

201373*** 도연희 롯데백화점

201373*** 안혜리 풍산금속

201173*** 서정욱 오션힐스

201373*** 김하림 발리오스컨트리클럽

201473*** 권대연 포스코

201473*** 이수지 여행백화점

201473*** 장민혜 한미관광여행사

2014년 졸 
2013년 졸

201073*** 박푸름 롯데백화점

201273*** 안소희 농협

200846*** 박길웅 LG 이노텍

201273*** 함일호 포스코

201073*** 이재화 동양생명보험

200746*** 임종룡 LG전자서비스

200646*** 김우진 도기야여행사

200846*** 이민우 오션뷰CC

201173*** 최량은 LG이노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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