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ning Franchise CEO Program
제 1기 외식프랜차이즈 CEO 과정
프랜차이즈 창업과 더 나은 성공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교육 과정

외식프랜차이즈 CEO 과정

과정 소개

21세기는프랜차이즈의시대라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특히외식산업은프랜차이즈가아니면생존하는것자체가힘들게되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현재외식프랜차이즈본부나가맹점을운영하고계신 CEO나미래의CEO를
꿈꾸고계신분들을위한외식프랜차이즈CEO 과정이드디어경남에도개설되었습니다.
이제는서울에가지않고도서울과비슷한수준의강의를우리지역에서도들으실수있습니다.

과정 특징

실무자 중심 최고의 강사진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

경남대학교 전문교수진과 외식 및

외식 프랜차이즈 성공사례를 통해

프랜차이즈 분야 실무자들로 구성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경영인양성을 위한 과정

외식프랜차이즈
CEO 과정
경남 유일의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 교육

프랜차이즈 관련 선진 전략 체계 이해

프랜차이즈비즈니스
네트워크구축

경남 지역 최고의 외식·프랜차이즈 교육 전문기관인

셰프, 호텔지배인, 의사, 변호사, 세무사,

경남대학교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치인, 작가 등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로

경남신문, 경남마케팅연구소가 공동개발

구성된 최고의 특강 강사진

교육 대상
• 외식프랜차이즈 대표및임직원

• 서비스, 도소매프랜차이즈 대표및임직원
• 제조, 유통, 외식및서비스산업종사자
•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

외식프랜차이즈 CEO 과정

교육 내용
Dining Franchise CEO Program
외식프랜차이즈 CEO 과정
Module 1

음식메뉴개발 및 푸드마케팅 (3강좌 450분)

• 외식 프랜차이즈 메뉴개발 및 실습 (180분)
• 한식의 세계화 전략 및 실습 (180분)
• 건강과 식생활 (90분)

Module 2

강사진
5성급 호텔 조리장(셰프) 및 교수

푸드마케팅 (3강좌 270분)

• 외식 프랜차이즈 스토리텔링 (90분)
• 외식 프랜차이즈 메뉴계획과 메뉴관리 (90분)

강사진
푸드마케팅 교수 및 실무자

• 테이블푸드 스타일링 (90분)

Module 3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3강좌 270분)

•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 개발 (90분)
• 가맹점 모집 및 점포개발 실무 (90분)

강사진
프랜차이즈 교수, 컨설턴트 및 실무자

• 가맹점 개점 및 가맹점 운영관리 실무 (90분)

Module 4

프랜차이즈 점포 경영 (3강좌 270분)

• 프랜차이즈 마케팅 (90분)
• 프랜차이즈 회계관리 및 원가관리 (90분)

강사진
프랜차이즈 교수, 컨설턴트 및 실무자

• 프랜차이즈 성공사례 (90분)

Module 5

프랜차이즈 교양 (4강좌 360분)

• 미용·건강 분야 특강

• 문화·생활 분야 특강

• 세무·재테크 분야 특강 • 인문·사회 분야 특강

Module 6

강사진
사회저명인사

국내·외 워크숍

• 프랜차이즈 선진 기업 탐방
※ 해외 워크숍 시 추가 경비 발생

강사진
국내·외 프랜차이즈 대표 및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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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강사진
Ⅰ. 외식 분야

정 진 섭 셰프
(현) 대명레저산업(대명콘도)
총 주방장/상무이사

김 영 복 대표
(현) Cheese in the trap
Bistro 회장
(현) 전통식생활문화연구원 원장

(현) 대명리조트 캡틴쿡 팀장
- 일본 카토키치식품 한국고문

- 호텔신라 한식주방장
- 세계음식문화연구원(KFCA) 선정
‘대한민국 발효음식 명인’

- 중국세계요리협회 이사
- 글로벌푸드아트전문학교 이사장
저서 : 김영복의 이야기가 있는 별미산책,
한국음식의 뿌리를 찾아서 등 다수
방송 : 한국인의 밥상
(KBS 자문 및 전문가 출연)

Ⅱ. 프랜차이즈 분야
유 재 은 대표
(현) 유재은 프랜차이즈
전략 연구소장

김 형 중 대표
(현) 한국창업경제연구원 소장
- 오모가리김치찌개 대표

- 칠리스, 경복궁, 천하일품, 오병이어 사업관리
- 고구려 신규외식브랜드 런칭 총괄관리
프랜차이즈&외식 전문 강의 22년간 200회 이상
(연 수강인원 1만명)

-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CEO 과정 등
4개 대학 프랜차이즈 과정 강의 중
- 정관장, BBQ,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올리브영, 아리따움, 원할머니보쌈 등
유수 프랜차이즈 본사 강의 및 컨설팅

저서 : 한국시장의 프랜차이즈 전략Ⅰ,Ⅱ

Ⅲ.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네트워크 분야
양 선 규 소설가

김 해 곤 원장

(현)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현) 마산 김안과 원장

1983년 「편지1」, 「외출」, 「가라도」로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제7회 ‘오늘의 작가상’수상

- 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저서 : 「난세일기」 (1985)

- 김안과 장학회 운영

백내장 수술 전국 1위 (2,392회)

「칼과 그림자」 (1995)

- 김안과 사랑나눔터 봉사회 운영

「시골무사, 삽살개에 대한 명상」 (1999)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공공의료부분)

「코드와 맥락으로 문학읽기」 (2005)

- 경남도지사 표창(보건복지부분)

「이굴위신」 (2013)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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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교수진

경남지역최고의외식및프랜차이즈교육 전문기관인
경남대학교교수진으로구성된최고의강사진들로실무중심의교육과정

전 하 성 교수
(현)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경남대학교 대외부총장
-홍익대학교경영학과졸업
-홍익대학교경영학과박사(회계전공) -경남대학교 평생교육원장
-Illinois University / Fairleigh Dickinson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산업대학원 원장
University 방문교수

김 상 덕 교수
(현)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경영학과졸업
-연세대학교경영학과박사(유통전공)
-Iowa State University 방문교수

-한국유통연구원 부원장
-삼성전자유통연구소과장
-아모레퍼시픽 마케팅기획팀 대리

박 은 주 교수
(현) 경남대학교 식품영양생명학과 교수
-연세대학교식품영양학과 졸업
-University of Vienna Department of Nutritional Science 박사(식품영양 전공)
-University of Jena 방문교수
-Iowa State University 방문교수

김 홍 근 교수
(현) 경남대학교 식품영양생명학과 교수
-경북대학교불문과졸업
-부경대학교경영학과박사
(외식/관광경영 전공)

-호텔신라팀장
-삼성에버랜드 지사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광레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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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요강

제 1기 외식프랜차이즈 CEO 과정 모집요강
과정명

제1기 외식프랜차이즈 CEO 과정

교육기간

2016년 9월 24일 ~ 12월 10일 (매주 토요일 13:50 ~ 17:10) 총 12주

교육장소

경남대학교 평생교육관, 경남대학교 식품영양생명학과 조리실습실, 경남신문 세미나실

모집정원

30명 내외

지원자격

•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및 임직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표

•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창업 희망자

• 제조, 유통, 외식 및 서비스업의 임직원

전형방법

서류전형을 통한 수강능력 심사 후 선착순 입학결정

원서접수방법

경남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합격자 등록

수강신청 후 이메일(전화) 개별 안내

제출서류

입학지원서, 반명함판 사진 1매,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등록금

120 만원 (교재비, 다과음료비, 워크숍, 학사진행비 일체) ※ 해외 워크숍 시 추가 경비

기타사항

합격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함

문의처

김상덕 교수(경남대학교)
tel. 055-249-2439
강인호 소장(경남마케팅연구소) tel. 055-298-8509

* 경남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본교 교내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신마산 지구대 맞은편 혹은 예전 의창군청 위치를 참고하시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문화남11길41(대내동) 평생교육원
Tel : (055)249-2720 I Fax : (055)715-2903
www.kyungnam.ac.kr/c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