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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아웃리치 기관운영 메뉴얼

1.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란?

융합인재교육(STEAM)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의 내용을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으로 경
험함으로써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에 대
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
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아웃리치(outreach)는 초
중고 학생들을 위하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교실을 벗어
난 공간에서 실습과 체험 중심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의 확장활동을
의미합니다.

SEOWON OUTREACH 프로그램은 충청권역내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 및 최고의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과학과 연계한
직업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과학기
술을 경험하고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태도를 형성하여 관련분야
로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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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OWON OUTREACH 프로그램의 특징
현대 사회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고, 여가를 중요시하는 풍토의 확산과 교
통시스템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여행의 기회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1일 생활권으로 접어들면서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미래로 갈수록 더 상
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산업의 성장으로 최근 신규 항
공기 도입 33대 예정(2016.6 국토교통부)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항공기 승무
원 신규 채용 규모 약 3천명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에 따
라

외식 산업 등에 대한 이용뿐만 아니라 호텔외식 분야에 대한 개인의 진

로로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보았을 때 미래의 기관 혹은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
용자로써 혹은 미래의 진로를 탐색하는 탐색자로서 첨단 과학․기술․공학의 집
합체인 공항과 항공 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프로그램은 공항 이용 과정과 항공기 이용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공학적 요소를 체험하고 그에 따른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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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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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WON OUTREACH 의 장점

4. 기관 및 학과 소개
○ 항공서비스학과

- 중고교생들이 기내실습실(mock-up)을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다양한
진로 설계의 기회제공
-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실습, 체험 중
심의 아웃리치 활동 기회제공
- 항공기 객실승무원, 운항승무원, 정비사, 코디네이터, 지상직 승무원,
공항검색대 등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진로탐색 기회 제공
- 자유학기제 운영 연계 및 중고교 학생들에게 항공서비스 체험 프로
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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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실습실(mock-up) 현황 (아래 첨부와 같은 시설 활용을 통해 기내
서비스 프로시저별 체험)
구분

내용

비고

위치

서원대학교 글로벌관 3층 302호

기내실습실

면적

약 165 m2

약 50평

용도

항공기내실습실 운영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

전용

Business class (B/C) 2 줄, 좌석 배치: 2-3-2 (TTL: 14석)
Economy class (E/Y) 5 줄, 좌석 배치: 3-4-3 (TTL: 50석)
P/A System: 방송시스템
Gally: 주방, Jump Seat: 승무원좌석
교육
시설

Overhead bin: 선반
Compartment: 음료수나 기내용품 보관장소
Meal Cart: Full Cart-식사서비스용
Beverage Cart: Half Cart-음료서비스용
Serving Cart: 기내판매서비스 및 신문서비스 등
Lavatory: 기내화장실, Coat Room: 옷장
Food & Beverage Bar: 항공기내 식음료 실

항공기모형 진열장, 승무원 유니폼
승무원 체험 등신대 (사진촬영용)
시설

Life vest: 구명복, 이동형 교육 스크린

내용

기내방송 P/A 시스템
Demo 장비(항공기 이륙 전 안전 데모)
식음료실습실 냉장고/ Wine Cellar

정원: 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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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관

항공기내실습실 외부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737 Door

Gally

Lav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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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MEAL

Meal Cart

항공기내 Bar (Sky lounge)

항공기내 Bar (Sky lounge)

서비스 준비실

기타 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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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외식조리학과

- 중고교생들이 조리과학을 기반으로 한 기내요리를 조리 실습실에서
체험함으로써 다양한 진로 설계의 기회제공
-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실습, 체험 중
심의 아웃리치 활동 기회제공
- 공케이터링 조리사, 메뉴개발자, 호텔조리사, 외식프랜차이즈 조리사,
푸드코디네이터, 커피바리스 등 다양한 직업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
- 자유학기제 운영 연계 및 중·고교 학생들에게 항공기내식 관련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조리실습실 현황
구분

내용

위치

서원대학교 글로벌관 B101호, B102호

면적

약 165 m2
조리실습실 운영

용도
교육시설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
첨단조리실습실 기자재 및 각종 시설

비고
서양조리, 동양조리,
제과제빵디저트 실습실
약 50평 2곳
전용
정원: 40명×2곳

서양조리 및 제과제빵디저트 실습실

동양조리 실습실

조리과학 데모실습실

음료조리 실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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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공학과
- 식품공학과에서는 안전한 케이터링 서비스에 대해 미생물 공학적인 다
양한 이론적 이해와 더불어 관련된 실습 교육을 수행할 예정.
- 식품공학적인 측면에서 케이터링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과 현장과의
연계 과정에 대한 교육을 지원.
- 항공 운항에 있어서 승무원, 기장 이외에도 항공 서비스에 필요한 보
다 식품안전연구원, 품질관리원 등 여러 진로를 제시하여 흥미 유도.
- 식품공학과에서는 열린 캠퍼스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에게 식품 미생
물, 식품 분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

- 현재 식품공학과에서는 전공 실습실과 교수 연구실에는 현미경, 무균
상자, 고압멸균기, 배양기, HPLC, LC, GC 등 다양한 기기를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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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 프로그램
○ 대상 :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대상
주제-학과

프로그램명

비행기 타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길까?
공항에서
비행기까지
항공서비스

기내식 만들기
호텔외식조리

내용

차시

시간

1차시

90분

차시

시간

2차시

90분

차시

시간

3차시

90분

발권

공항 검색대 원리 이해

진공실험 장치를 이용한 실험
(여압장치의 이해 및 실험)

비행기에
탑승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기내 식음료 서비스 시연 및 체험

프로그램명

내용

기내식은
무엇일까?

기내식은 뭐지?

기내식 보존과 조리방법의 비밀
기내식은
어떻게 만들까?
맛있는 기내식 만들기

프로그램명

기내식과
식품안전
식품공학

비행기에서
식중독이
일어난다면?

기내식의
안전은 어떻게
점검할까?

내용

미생물과 건강의 관계

안전한 기내식 생산 및 유통 과정

기내식 미생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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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그램 신청 및 행정절차
○ 운영 기간 : 월요일~토요일(사전 협의 필요)
○ 신청 인원 : 20~30명
(원활한 체험 학습을 위해 30명을 초과하면 분반)
○ 신청 방법
- 이메일 및 전화 신청
orty123@seowon.ac.kr

043-299-8400

- 신청서 접수 (프로그램 신청서 양식 참조)
- 공문접수
- 교육실시
○ 교육 비용 : 기관의 사정에 따라 비용 협의 가능

7. SEOWON OUTREACH 관리지침

STEAM 아웃리치 기관운영 메뉴얼

12

프로그램 신청서 양식

‘구름 위의 산책’ 프로그램 신청서
1. 프로그램 신청 기관
신청 기관명
담당자 이름
연락처

전화 :

e-mail :

2. 대상 및 일정
희망 일시

학년

참여 인원

장소

비고

3. 신청 프로그램

프로그램
공항에서

소주제
비행기 타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

비행기까지-항공 서비스 비행기에 탑승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기내식
만들기-호텔외식산업

기내식은 무엇일까?
기내식은 어떻게 만들까?

기내식과 식품

비행기에서 식중독이 일어나면?

안전-식품공학

기내식의 안전은 어떻게 점검할까?

※ 신청을 원하는 프로그램에

표시 해 주세요.

201 년

월

일

신청

함께 참여하신 분들

주관연구기관명 : 서원대학교
주관연구책임자 : 교수 홍준의
참여연구원
교수 : 도종훈(서원대학교)
교수 : 고선희(서원대학교)
교수 : 이영덕(서원대학교)
교수 : 최용석(서원대학교)

본 연구서는 비매품으로 교육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공
표된 저작물을 일부 인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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