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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조리학과  

■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  

■ 글로벌의료서비스경영학과  

■ 글로벌철도융합학과  

■ 글로벌비즈니스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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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novation and creativity demonstrated 
by the SolBridge(AACSB Accredited School-Top 
5% of the world’s business program) example is 
now being widened to include a number of 
specialized programs from the full course offerings 
of the university at-large. In a dramatic response to 
the educational needs of Korea, Asia, and the world, 
Woosong is launching its “Global Initiative.” This 
initiative is described in detail throughout this 
brochure, but in short, Woosong will offer 
specialized programs featuring English instruction 
and the ability to experience a wide variety of 
exchange and dual degree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in the following fields: global hotel 
management ,  in ternat ional  cul inary ar ts , 
international medical service management, 
in te rna t iona l  ra i l road  in tegra ted  sys tem 
management, and global business management.
 I am exceedingly proud to be part of this 
new global program. It clearly demonstrates our 
determination to meet the needs of the increasingly 
competitive world environment. We see challenges 
throughout the world as opportunities and have thus 
expanded our programs across the university to take 
advantage of the experience gained by the 
SolBridge experience. I invite your participation! 
The future awaits those who are prepared and have 
the determination to succeed; welcome to Woosong 
University. We will go forward together!

Global Initiative!
“우리의 무대는 세계입니다.”해외인턴십  해외취업  외국인교수의 영어전공수업

Sol International School
- SICA SIHOM SIMED SIRA SIBIZ SIMA SIRES -

▶ 전체 합격생 중 50% 장학금 지급

▶ 영어성적 우수자 방학 중 전원 해외연수

▶ 입학생 전원 국제기숙사 생활

글로벌조리학과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

글로벌의료서비스경영학과 

글로벌철도융합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외식산업경영전공(외식산업경영전공은 영어로 수업하는 글로벌 교육과정을

30명 규모로 별도 운영할 예정이며, 이들에 한하여 Sol International School과

동일한 신입생 특전을 부여함)

SICA     : Sol International Culinary Arts Dept.

SIHOM  : Sol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Dept.

SIMED  : Sol International Medical Services Management Dept.

SIRA     : Sol International Railroad Integrated Systems Dept.

SIBIZ    : Sol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Dept.

SIMA    : Sol International Media & Communication Arts Dept.

SIRES  : Restaurant Foodservice Management

신입생 특전

사진 출처 : 헤렌



국내외 호텔, 유람선 및 리조트, 전문 외식업체, 식품제조업체, 식품 및 단체급식 유통업체, 케이터링 업체, 식음료 관련 연구소 및 

제품 개발원, 교육기관, 외식산업 언론정보업체, 외식 전자상거래업체, 교육기관, 메뉴컨설팅, 푸드라이팅, 외식창업 등

외식조리교육의 아시아지역 허브로서 글로벌 식음료 전문가를 양성!

글로벌조리학과
SICA : Sol International Culinary Arts Dept.

The Asian Center of Excellence in Global Culinary Education

외식조리 전공을 통해 요리만을 배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도 문화의 
소통과 교류를 원하고 있으며, 국제적 감각과 의사소통 능력을 겸비한 식음료 전문가를 통하여 새로운 식문화 의 창조 및 
발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트렌드에 맞추어 탄생한 국제적 기준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음식 조리 외에, 와인 및 주류, 
커뮤니케이션 , 고객서비스, 창업 및 경영 등의 과목을 통해 개인적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최신식 실습실에서 
외국인 교수로부터 영어로 진행되는 실습 위주의 교육과 해외 자매 조리학교와 산업체에서의 다양한 해외연수 및 
인턴쉽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경쟁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식음료 전문가로 활약하도록 교육합니다.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 습득

창의적, 실용적, 국제적 교육과정

해외 교환학생 및 연수 프로그램

 * Facilities : 

졸 업  후  진 로

ㅣ이현주 학과장ㅣ  • Email : globalculinaryarts@wsu.ac.kr   • Phone : 042-629-6860

■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SICA : Sol International Culinary Arts Dept.

▶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정

▶ 해외 주요 호텔 및 리조트 총 주방장 및 총 제과장 출신의 외국인 교수진

▶ 최첨단 실습실과 강의 시스템을 갖춘 국제적 수준의 시설

▶ 전문 EFL 교수진을 통한 영어 능력 향상

▶ 전공 관련 국내외 자격증 취득 교육 및 기회 제공

▶ 해외 교육기관 및 산업체와의 교육 교환 및 인턴십 프로그램



•호주 ICHM 대학 : 스위스 호텔협회와 파트너쉽 하에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호텔 인턴십 제공

•두바이 The Emirates Academy of Hospitality Management (EAHM) 대학 : 세계적 호텔 회사 Jumeirah 그룹 등과
   연계해 호텔 인턴십 제공

•미국 University of Houston (UH)대학 : 콘레드 힐튼 호텔을 소유하고, 호텔 교육 제공으로 유명한 UH대학과 협력 

•마카오 MACAU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UST) 대학 : 호텔 및 카지노로 유명한 MUST 대학과 협력

•인도네시아 Universitas International Batan (UIB) 대학 : 호텔과 식음료 분야 교육을 제공하는 UIB대학과 협력

   그 외 해외 파트너쉽 정보(글로벌 센터) : https://www.wsu.ac.kr/page/index.jsp?code=global0202

관광마케팅 매니지먼트
Tourism Marketing Management

관광 목적지 및 매력물들을 마케팅
하고 관광지 수요를 관리하도록 
교육하는 실질적 프로그램  

식음료 및 레스토랑 매니지먼트
Food, Beverage, & Restaurant 
Management

레스토랑, 바, 케이터링 기업을 
매니지먼트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실질적 프로그램 

컨벤션, 미팅 및 이벤트 매니지먼트
Meeting & Event Management

다양한 레벨의 이벤트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실질적 
프로그램  

호텔 매니지먼트
Lodging Management

호텔의 다양한 기능을 이해하고 오퍼 
레이션을 매니지먼트급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실질적 프로그램 

세계를 품은 나! 글로벌 체험수업과 함께 호텔경영의 글로벌 리더 양성!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
SIHOM : Sol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Dept.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호텔관광비즈니스 산업에서, 동시대적 변화와 환경에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줄 아는 전문성과 리더쉽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호텔관광분야 뿐만 아니라 크루즈, 테마파크, 이벤트 기획, 국제회의, 여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환대산업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외국인 교수진을 구성하여 100% 
영어 수업을 통해 재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주력합니다. 또한 미래 전세계적 호텔산업의 발전을 주도 할 수 
있도록 해외의 수준 높은 호텔관광경영대학을 벤치마킹하여, 해외인턴 및 해외 취업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호텔관광분야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해외 각 분야에서 전문적 수준을 보유한 원어민 교수님들에 의해 100%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어 졸업 후에는 해외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프로그램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호텔관광 분야에서 인턴 
학점제를 포함한 실질적인 체험수업을 중심으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함께 재미있고 매우 효과적으로 만들어가는 
호텔관광 커뮤니티가 바로 여러분의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가 될 것입니다.

Embrace the world! Future global hotel management leaders with international practical experience 

SIHOM : Sol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Dept.

호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 호텔, 리조트, 골프, 컨츄리 클럽, 스파 매니지먼트 등 

식음료 및 레스토랑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 레스토랑, 케이터링, 바, 와인 매니지먼트 등

컨벤션, 미팅 및 이벤트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 국제회의, 컨벤션, 이벤트 매니지먼트 등

관광 마케팅 매니지먼트 - 크루즈 산업, 디즈니 월드와 같은 테마파크, 라스베가스와 같은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 관광상품 및 목적지 마케팅 분야 등

졸 업  후  진 로

해외인턴 및 취업에 초점을 맞춘 최신 커리큘럼

국내외 인턴 학점제를 포함하는 체험수업

전문성을 보유한 외국인 교수님의 100% 영어수업 진행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호텔관광 커뮤니티

■ 국제적 수준의 호텔관광 교육 프로그램 제공

ㅣAllison Kim 학과장 ㅣ  • Email : allisonkim@wsu.ac.kr   • Phone : 042-630-9249

우송대학교 현재 해외 MOU 체결 학교



SIMED : Sol International Medical Services Management Dept.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제의료 동시 통역사, 국제병원 의료

코디네이터, 해외 의료기관 기획 및 전략, 원무, 총무, 구매, 홍보 

등 경영 담당자, 외국인 진료병원 서비스 지원 담당자, 병원 해외 

진출 전문가, 병원 국제 마케팅 전문가, 국제민간공익단체, 국제

비정부 기구, 해외의료기관 연수를 통해 해외 취업

국가자격증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보건교육사

민간자격증 -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병원행정사, 의무행정관리사, 의료보험사, 의료보험 관리사, 

보험심사평가사, 보험심사관리사

졸 업  후  진 로 관 련  자 격 증

한국 의료서비스를 세계로! 
글로벌 의료서비스 경영전문가 양성!

글로벌의료서비스경영학과
SIMED : Sol International Medical Services Management Dept. 

Cultivating Global Medical Services Management Leaders

글로벌의료서비스경영학과는 증가하고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의료관광 인구를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의료서비스 경영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이해하고 
글로벌화된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국제 의료서비스의 개념과 실질적인 이해를 제공하며,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경영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합니다. 

세계 수준의 의료서비스 경영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임상경험을 가진 외국인 교수진 구성, 재학생 해외 연수 파견 및 
국내 최대 규모 국제검진센터 인턴과정을 통한 실무 중심의 의료서비스 교육을 실시합니다. 

글로벌 잠재역량 발굴 

영어를 기반으로 제2외국어 능력 향상 :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

글로벌 헬스 케어 심화 교육과정 운영

■ 국제화, 특성화, 전문화 시대에 글로벌 의료서비스 경영전문가 양성

▶ 재학생 해외연수 및 최대 규모의 국제검진센터 인턴과정 구축
▶ 해외 임상경험을 가진 외국인 교수진 확보와 임상 경영 바탕 교육
▶ 글로벌 의료 현장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개발
▶ 영어를 기반으로 제2외국어 능력 향상 교육

■ 해외자매결연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Pacific International Academy at Marylhurst 
University, University of Hawai (Manoa), University of Utah, St. Cloud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the Incarnate Word, The Emirates Academy of Hospitality 
Management, Bloomfield College, MAHSA University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제의료
통역사

병원
국제마케팅

전문가

 * Facilities : 

ㅣAllison Kim 학과장ㅣ  • Email : allisonkim@wsu.ac.kr   • Phone : 042-630-9283

■ 학과동아리 

하랑 (함께 사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글로벌의료서비스경영학과의 전공학술동아리로서 역할극, TOEIC 및 
TOEFL을 바탕으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 
있어 보다 수월하게 취득하기 위함



세계를 연결하는 철도시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글로벌 리더의 꿈을 펼치세요! 

글로벌철도융합학과
SIRA : Sol International Railroad Integrated Systems Dept.

현대의 모든 나라가 철도를 빠르고 안락하고 친환경적이며 대량 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철도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노반건설, 궤도, 신호 및 운영이 융합된 세계적인 철도 중심 학과로 해외로 진출하는 

글로벌 인재와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언어능력을 갖춘 철도전문 인력 양성이 교육목표입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과정을 

원어민이 영어로 수업하며 외국기업, 다국적기업, 해외취업, 국내 유수기업을 지향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 철도분야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도시철도기관 등 공공기관 및 현대건설 등의 사기업과 산학협력을 맺고 전국 최고 

수준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화에 전략을 두고 글로벌철도융합학과를 출범합니다. 철도는 

융합이 꼭 필요한 시스템 분야입니다. 여기에 영어능력을 갖고 있는 고급의 인재 양성을 지향합니다. 졸업 시 향상된 

영어실력으로 취업의 고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철도시스템 분야, 철도노반시공 분야, 궤도, 건설 BIM, 철도운영, 공정관리, 안전 관리, 신호 및 운영의 융합 분야로 철도 

관련분야의 글로벌 고급화를 지향하며 산학협력기관의 해외인턴십이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실무중심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합니다.

Cultivating International Railroad Experts with a Global Perspective

SIRA : Sol International Railroad Integrated Systems Dept.

철도공기업 -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KORAIL 해외관련업무, 서울메트로 등 지자체 도시철도공기업  

글로벌철도분야 - 국내 유수의 철도 건설 및 전기, 신호 통신 분야, 철도 운영 분야 해외 사업분야 또는 다국적기업, 국내외기업의 해외진출 

대학원 및 연구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해외자매대학의 대학원 등

졸 업  후  진 로

철도건설, 철도전기 및 신호분야, 철도차량운전면허 등 철도분야에 관련된 모든 자격증

관 련  자 격 증

 *철도융합학문
1. 철도 경영 기술
2. 차량 기술
3. 역사 설계 및 시공 기술
4. 궤도 기술
5. 철도시스템분야 기술
6. 신호·통신 기술

1 2

4

3

5

■ 세계로 진출하는 철도 중심 학과로 글로벌 인재양성

■ 원어민이 영어로 수업, 언어능력을 갖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철도시스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원어민 전공교육으로 취업의 고급화를 위한 교육과정

해외 실무 경험을 위한 해외인턴십

ㅣ안태봉 학과장ㅣ  • Email : tbahn@wsu.ac.kr   • Phone : 042-630-9347

•외국어(영어) 구사 능력 양성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양 강화

글 로 벌 

• 노반건설, 궤도, 신호, 선로, 차량, 
전기, 통신, 정거장, 시스템관리,  
경영 등 철도 융합시스템의 이해

융     합 

• 빠르고 안락하고 친환경적이며,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미래 전망 밝음 

철      도 

글로벌 철도 전문가로서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곳!

글로벌철도융합학과



국내·외 다국적 기업, 무역회사, 벤처기업, 국제지역전문가, 물류유

통업체, 경영지도사, M&A전문가, 컨설턴트, 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

용카드사 및 신용협동조합 등 다양한 금융기관, 글로벌기업의 인사관

리 담당

국제무역사 1·2급, 무역영어검정, 관세사, 물류유통관리

사, 경영지도사, 증권투자상담사, 투자상담관리사, 노무관

리사, 직업상담사, ERP인사실무, 인적자원관리사 등

졸 업  후  진 로 관 련  자 격 증

ㅣ이재영 학과장ㅣ  • Email : jylee@wsu.ac.kr   • Phone : 042-630-9338

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리더 양성!

글로벌비즈니스학과
SIBIZ : Sol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Dept.

Cultivating Asia’s Top Business Leaders

글로벌비즈니스학과는 세계 상위 5% 인증(AACSB)을 받은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과 연계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창출 기회를 분석하고 포착하는 역량을 갖춘 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리더를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100% 글로벌 영어 교육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전문지식, 통합 능력,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창의적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전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인재를 

양성합니다. 

SIBIZ : Sol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Dept.

글로벌 인재 양성

원어민 전공교수와 전공수업

1학년 영어 집중교육 

2학년 영어  전공수업

■  세계경제의 중심에서 창의적 사고, 외국어 능력, 분야별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갖춘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비즈니스 인재 양성

(100% 영어강의)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융합형 콘텐츠 기획 및 창작, 연출 -  뉴미디어문화콘텐츠 프로듀서, 연출자, 스토리텔러, 기획자, 디지털 문화콘텐츠 시나리오 작가, 

                                            문화콘텐츠 비평, 엔터테인먼트 평론가

뉴미디어 브랜드 산업 -  디지털 미디어문화콘텐츠 산업종사자, 미디어문화콘텐츠 관련 행사/전시 기획자, 문화 공간의 디지털 콘텐츠 

프로그램 기획자, 대중문화 브랜드, 상품 기획자

콘텐츠 경영 및 정책 -  미디어문화콘텐츠 사업체의 전문경영인, 콘텐츠 제작배급, 인터넷 비즈니스 전문 마케터(글로벌 마케터), 

                            공공부문의 정책 현장관리자, 예술행정가

한류 산업 - 한류 전문가, 플래너, 한류 관련 산업 종사자

방송 언론인 - 연출자, 방송진행자 아나운서, 쇼호스트, MC, 배우 등 광고 기획자, 방송 영화 및 뉴미디어 프로덕션 PD, 홍보 마케터

SIMA : Sol International Media & Communication Arts Dept.

졸 업  후  진 로

ㅣ박성우 학과장ㅣ  • Email : licjpsw@wsu.ac.kr   • Phone: 042-630-9346

글로벌 미디어 산업을 주도할 창조적 전문 인재 양성!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SIMA : Sol International Media & Communication Arts Dept.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는 전지구적 디지털 융합시대에 발맞춘 방송 미디어 영상 콘텐츠의 연출, 프로듀싱, 퍼포먼스와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는 차세대 글로벌 미디어 산업을 이끌어 갈 창조적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인문학적 상상력, 문화 예술적 감성, 첨단의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글로벌 역량을 창의적으로 융합, 

발전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지구적 미디어 환경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비롯한 기본적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고 글로벌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연출, 퍼포먼스, 

마케팅 등의 전반적 이론, 실무 능력을 기릅니다. 졸업 후 취업과 진로는 국내외 미디어 제작현장, 산업계, 전 세계 한류 

전문가, 온라인 저널리즘, 엔터테인먼트, 영화 및 공연 예술 현장, 갤러리와 박물관 등 다양한 분야에 곧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에 더하여 미디어 플래너, 미디어 창업자, 글로벌 미디어 비즈니스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Cultivating International Media Experts with a Global Perspective

■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주도할 영상 전문가 양성

예술, 기술, 학문을 통섭하는 새로운 미디어 영상 산업에 대한 이해

글로벌 영상 제작의 최신 트렌드 학습

디지털 미디어, 글로벌 문화, 그리고 문화 기술이 융합된 창조적 영상 콘텐츠 연출, 제작

▶ 재학생 해외연수 및 글로벌 미디어 기관 인턴쉽 제공

▶ 국내외 저명한 방송, 영상 제작 전문가들의 강의 및 실습 지도

▶ 전공 및 프로젝트 과목 영어 수업

▶ 방송, 영화, 공연예술, 엔터테인먼트 연출, 제작에 특화된 교육 제공

▶ 전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한류 전문가 과정 운영

▶  중부권 최고 시설의 방송 영상 제작 시설 완비 (3D 및 HD 스튜디오, 방송용 부조정실, 

전용 맥 편집실, 대전 최고 시설의 예술회관 공연장 보유)



글로벌 외식산업 리더 양성!

글로벌외식창업학과
SIRES : Restaurant Foodservice Management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외식문화의 발전으로 인해 외식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실무경력과 연구능력을 갖춘 교수진, 그리고 실무교육을 위한 전문시설의 확보를 통해 외식산업, 급식 및 유통에 

관련된 글로벌 외식경영 리더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합니다.

창의적 사고, 외국어 능력, 외식경영의 실무능력을 갖춘 글로벌 외식산업 리더 양성

▶ 조리기술과 경영지식 습득

▶ 1학년 영어 집중교육

▶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적 수준의 전공수업

▶ 레스토랑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 해외 주요 호텔 및 외식업체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

글로벌교육환경

학생지원프로그램

•100% 영어로 수업하는 커리큘럼

•2+2 복수학위, 교환학생제도 프로그램

•국제기숙사 생활

•해외인턴십 및 진출 기회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English Immersion Program : 입학전 2주간 영어몰입교육

•First Year Seminar : 입학명사특장, 문화체험, 진로교육

•English Lounge : 영문 보고서 첨삭지도, 개별튜터링

•Career Advisor Program : 지도교수의 학업, 인성 및 진로 지도

•Student Counseling Session : 지도교수와의 상담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및 프로젝트식 교육

Sol International School is 
committed to providing a high 
level of support throughout our 

students’ educational path. 

Academic Excellence!
Global Success! 

Personal Development!

Sol International School 
Curriculum

혁신적인 학사과정:
1년 4학기제 3.5년 졸업

각 15주
봄·가을 학기

각 5주
여름·겨울 학기

· SICA  글로벌조리학과

· SIHOM  글로벌 호텔매니지먼트학과

· SIMED  글로벌의료서비스경영학과

· SIRA  글로벌철도융합학과

· SIBIZ  글로벌비즈니스학과

· SIMA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 SIRES  글로벌외식창업학과

전공필수

교양영어

· Foundation
· Business Skills
· Communication Skills
· Information Literacy
· Creative Thinking Skills

제2외국어

· Korean
· Chinese
· Spanish
· Russian
· Arabic

전공선택 · 부전공 의무화

특급호텔 및 리조트, 전문외식업체, 소믈리에, 티 마스터, 단체급식업체, 항공사 기내식 파트크루즈, 테마파크 식음료부서, 

파티, 이벤트, 연회 전문기업, 레스토랑 창업, 외식기업 메뉴개발부서, 외식관련 창업 컨설팅, 푸드스타일리스트

졸 업  후  진 로

외식산업의 발전에 발맞춘 전문가 양성

조리기술,

식음료 운영과정 등

외식산업의 제반이론,

실무교육 실시

조리의 중요성과

경영기술을 함께 발전

경영자로서의 전문적

사고능력과 경영기술

습득



.

⑲ ⑳

⑭ ⑮

2) Jessica Yi, M.S, R.N.
Depaul University, USA

6) Don Mark Baldridge
MFA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USA

10) Katsuto Sandifer
Johnson & Wales University M.Ed.

14) Zorica Duric
MA University of Belgrade, Serbia, Europe

18) Ines Mzali, Ph.D.
University of Montreal, Canada

.

Asian Center of Excellence
in Global Education

Sol International School
Woosong University

Sol International School Facilities 

구      분
2016
모 집
정 원

모집인원

수시모집 정시모집

학생부 위주
수능위주

모집 "군"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일반) (독자적기준) (지역인재) (잠재능력우수자) (고른기회) (글로벌인재) (일반)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나 다

SIRA:글로벌철도융합학과 30 20 1 0 4 0 5 ●

SIHOM: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 50 37 1 0 4 0 8 ●

SICA:글로벌조리학과 50 34 2 0 4 0 10 ●

SIMED:글로벌의료서비스경영학과 30 20 1 0 4 0 5 ●

SIBIZ:글로벌비즈니스학과 30 18 1 0 4 0 8 ●

SIMA: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30 20 1 0 4 0 6 ●

SIRES:글로벌외식창업학과 30 20 1 0 4 0 5 ●

▶ 2017학년도 신입생(정원내) 전형별 모집요강

✽ 수시모집 결원자가 생길경우 정시에 이월되며 정시 모집인원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1) Binayak Bhandary,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5) Martin Muller
Swiss Culinary Trade School, Switzerland
Certified Chef, Ministry of Education, Switzerland

9) Ronald Genech M.A.
Holy Family University, USA

13) Steven Feigenbaum, M.S.Ed.
Wagner College, USA

17) Ryan Kozbill
Sejong University, Korea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3) Harald Rohrmoser, MBA
Johnson & Wales University, USA
University of Birmingham, UK

7) Laura Koonce, M.A.
Portland State University, USA 

11) Katie DeSau
MA Portland State University, USA

15) Mae Joy Espinosa, Ph.D.
University of St. La Salle, Philippines

19) Yaroslav Zisser
Komsomolsk-on-Amur State Technical
University, Russia
Far Eastern State Transport University, Russia

4) Antony Beckham, Ph.D., M.B.A.
Biola University, USA 

8) Sarah Labensky, J.D.
Vanderbilt University College of Law, USA

12) Lacey Horner, M.A.Ed. 
Wake Forest University, USA

16) Michalis Toanoglou, Ph.D.
University of Toulouse 1, France

20) Aron Lee Dowell, M.A.
Morehouse Colleg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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