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영양학(Dept. of Food and Nutrition)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국민 건강을 관리 지원할 전문 인재

전공능력 급식관리 능력 · 영양서비스 수행 능력 · 문제해결 및 소통능력

교육목표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학교, 병원, 산업체, 보건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시
설 등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 식품영양정책 수립과 실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급식관련 산업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 체계를 이해하고, 소통과 화합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학적 사고와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급식 및 임상 식단 관리를 위한 실무능력 강화
◾영양사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높이고, 세미나, 모의면접 등을 통해 취업 능력 강화

수여학위 이학사(Bachelor of Science)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산업체, 관공서 등 단체급식소 영양사 영양사, 위생사

학교 영양교사,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서비스 전문가 영양사, 위생사, 영양교사

병원 보건소 임상영양사 영양사, 위생사, 임상영양사

[2] 이수기준

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참여전공
이수학점 비고

복수전공 55학점 8과목(24학점) 13과목(31학점)
- 전필 2학점
- 전선 53학점

졸업자격
- 영양사 현장실습 2학점 필수 이수
- 영양사 자격시험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에 의거하여 총 18과목 5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3] 식품영양학 운영계획 및 교과목 이수기준

전공이수
보건복지가족부령‘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양사 시험 자격 취득 기준이 되는 
‘영역별 교과목(18과목) 및 학점(52학점) 이수 기준’에 부합하여야 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응시자격

영양사 응시자격은 식품위생법 제 37조 및 영양사에 관한 규칙(2008. 5. 22 개정)에 따라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
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됨(영양사 응시자격‘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에 의해 18과목 52
학점을 이수해야 함)

[4] 이수기준

<신설 2008.5.22> 영양사에 관한 규칙 중 영양사 자격시험 관련 법규 개정사항(2010년 5월 23일부터 시행)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제2조제1항 관련)

영역 국가고시 교과목 전주대학교 개설교과목 개설학과 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기초
생리학 인체생리학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

생화학 생화학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공중보건학 미개설

영양 기초영양학 영양학 한식조리학과 7과목 이상



[5] 교육과정 편성표

구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식품영양학
신설 교과목

선택 1434 영양판정 전체 1 3(3)
선택 11851 식사요법 전체 1 2(2)
선택 13739 생애주기영양학 전체 2 2(2)
선택 10689 급식경영학 전체 2 2(2)
선택 15822 고급영양학 전체 2 3(3)
필수 14371 영양사현장실습 4 2 2(2)

한식조리학과

선택 13113 한국조리 1 1 3(4)
선택 09005 영양학 2 1 3(3)
선택 14721 식품가공 3 1 3(3)
선택 11489 단체급식 4 1 3(3)
선택 08434 식품학 1 2 3(3)
선택 08999 조리과학 2 2 3(3)
선택 14631 식품위생 2 2 3(3)

가정교육과

선택 10605 식품학 2 1 3(3)
선택 07614 한국조리 2 1 3(4)
선택 14597 영양교육및상담실습 4 1 3(3)
선택 08134 영양학 2 2 3(3)
선택 07101 조리과학 2 2 3(3)
선택 07099 식생활관리학 4 2 3(3)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0860 생화학 2 1 3(3)
선택 10967 영양학 2 1 3(3)
선택 12546 인체생리학 1 2 3(3)
선택 11379 임상영양학 4 2 3(3)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19학점 이상)

가정교육과
고급영양학 고급영양학 식품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식품영양학
식사요법 식사요법 식품영양학
영양교육 영양교욱및상담실습 가정교육과

임상영양학 임상영양학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지역사회 영양학 미개설

영양판정 영양판정 식품영양학

식품
및

조리

식품학 식품학
한식조리학과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가정교육과
식품화학 식품화학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식품미생물학 식품미생물학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식품가공및저장학 식품가공
한식조리학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조리원리 한국조리
한식조리학과
가정교육과

실험조리
조리과학

한식조리학과
가정교육학과

실험조리 한식조리학과

급식
및 

위생

단체급식관리 단체급식 한식조리학과

4과목 이상
(11학점 이상)

급식경영학 급식경영학 식품영양학
식생활관리 식생활관리학 가정교육과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한식조리학과

식품위생관계법규 식품위생법규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실습 영양사현장실습 영양사현장실습 식품영양학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전체 18과목(52학점) 이상



구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선택 10861 식품화학 2 2 3(3)
선택 10965 식품미생물학 2 2 3(3)
선택 14722 식품가공 2 2 3(3)
선택 14641 식품위생법규 3 2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