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융합
비즈니스
학과
Global Convergence Business
Department

Cultivating Global Leaders Leading the Industry 4.0 with Innovative
and Creative Mind in the Domain of International Business
•협업과 소통을 중시하고 혁신적, 창의적 마인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경영엘리트 양성
•100% 영어수업으로 국제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육 환경속에서 글로벌 마인드 형성
•IT+제2외국어+경영지식을 갖춘 전략적 신남방 지역전문가 양성
•해외 명문 대학과의 3+1, 2+2 복수학위 및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http://sibiz.wsu.ac.kr

학 과 개 요

T. 042-630-9338

글로벌융합비즈니스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육성함과
동시에 국제경영, 국제관계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비즈니스 세계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취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융합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특히,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대두되고 있는 신남방 지역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관계학, ASEAN 비즈니스실무, 현지 중견기업과의 상호교류 등 현장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관련자격증
투자 상담사, 투자 분석사
(CFA), 재무 위험 관리사
(FRM), 공인 회계사(CPA),
변리사, 무역영어검정, 국제
무역사 1,2급, 경영지도사,
증권분석사, 국제공인재무
설계사(CFP), 번역능력인증
시험

■ 창의적 사고, 외국어 능력, 분야별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갖춘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비즈니스 인재 양성

전 과정 영어수업 의무화 → 원어민 수준의 영어구사 능력 확보
IT 특화 교양, 전공수업 필수 → 프로그래밍 언어 이해 및 자격증 확보
제2외국어 트랙 (2학년 이상) → 중국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등
기초부터 시작하는 제2외국어 학습으로 국제적 역량 강화
창업 특별교육과정 지원 가능 (3학년 이상)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글로벌 경영인재 양성

창업 실무전문 교수진 1:1 멘토링,
창업 아이디어 고도화 및 CEO의 입장에서
창업을 실제 경험하는 1년 집중프로그램 제공

IT 역량

외국어 능력

경영전문지식

글로벌 시각

졸업 후 진로
국제대학원 진학, e-비즈니
스 관련 소호 창업, 물류 및
유통 기업, 금융 기관 및 증
권업, 컨설팅 관련 기업이랑
국내외 대기업 및 무역회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무역협
회, 금융기관, UN 등을 비롯
한 국제기구 및 각국 국제단
체, 미국공인회계(AICPA),
국내 및 해외영업, 펀드매니
저, 투자상담사, 생산관리자,
세무사(CTA), JPO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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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ㆍ실무의
균형 잡힌 교육과정
· 산업체, 인턴프로그램 및
현장실습

글로벌 교수진
· 미국/중국/인도네시아 등
(100% 영어 강의)

글로벌 교육환경
· 2+2 복수학위 프로그램
· 3+1 복수학위 프로그램

교 육 목 표
- 이론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21세기형 글로벌 인재 양성
- 창의적 사고, 외국어 능력, 분야별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갖춘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인재 양성
-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 글로벌 기업에서 창의적, 혁신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역량 지원

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Management Terminology, Introduction to EconomicsㆍAccounting, IT 기초과정

2학년

Governance and Policy Making, StrategyㆍNegotiations, Financial Accounting, 제2외국어 (트랙)

3학년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Comparison of Regional Economies, Advanced Decision Making Model

4학년

StrategicㆍCross Cultural Management, Global Leadership and International Studies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1학년

학과동아리

SOL INTERNATIONAL SCHOOL

•경영 빅데이터 분석가, 글로벌 프로그래머, 신남방 지역전문가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학과 동아리 설립 및 운영 지원 예정
•신짜오(가칭) : 베트남의 성장과 미래를 고민하는 학내동아리로써 현재 베트남이 당면하고 있는 이슈(경제, 외교, 스포츠, 사회·문화 등)에 대해 정기
세미나를 운영. 베트남 지역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매년 현지 기업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의 활로를 개척하고자 함

•LIFT WORLD (가칭) : 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해 국제정세와 글로벌 이슈를 공유하는 학술 동아리. 난상토론회, 견학, 세미나 등을 직접 주최하고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국제학·지역학의 흥미를 유도. 다국적기업·NGO 조사, 국제기구 취업 등 실현 가능한 액션 플랜들을 공유하고자 함

자매대학 소개
•복수학위 - 조지아공대 (2+2) : 전미 종합대학 순위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미국 명문대

엔디컷국제대학

애리조나 주립대 (3+1+2) : 미국 공립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학생수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 중심의 명문
북경대학교 (3+1+2) : 중국 최고 명문 대학으로, FT 세계대학 순위에서 41위 차지
•어학연수 - 베트남 : 호치민 대학
인도네시아 : Petra Christian University
말레이시아 : KBU, 말라야 대학
필리핀 : Bataan Peninsula State University 등

미니인터뷰
글로벌융합비즈니스학과 (前 국제학 전공) 19학번

글로벌융합비즈니스학과 (前 글로벌비즈니스학과) 19학번

정*한

권*희


Q. 우송대학교에서의 캠퍼스 생활은 어떠한가요?


Q. 지원하게 된 이유는?

우송대학교에 입학하여 1년 동안 총학생회, SOL Challenge, RIEP 등 다양
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영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저의 내면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SOL Challenge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베트남의 경제와 사회문화를 공부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도 다녀왔습니다.
우송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 혜택도 많아 후회하지 않는 대학교 생활을 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로 뻗어 나갈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첫
걸음을 우송대학교 국제학부 국제학 전공과 함께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업이 100% 영어로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
다. 영어 수준별 교양 강의, 경영이나 경제와 같은 관련 전공들을 영어로
수업이 진행됨으로써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학과에서 학
과우수자를 대상으로 단기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TIP!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Q. 글로벌융합비즈니스학과만의 장점은?

호텔외식조리대학

▶ 입시준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좋아하고 흥미를 가지
며 공부했던 과목은 영어였습니다. 수시 지원을 하기
위해 대학교들을 찾아보다가 100%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는 학교는 많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우송대학교의 커리큘럼이 가
장 잘 짜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마케팅에도 관심을 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과들 중에 글로벌비즈니스학과가 영어와 경영
을 동시에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철도물류대학

신입생 여러분이 보시기에 100% 영어수업이라는
것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학할
당시 저 또한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기에 망설였
습니다. 하지만 입학을 하고보니 저희 학과에선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영어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들어, 쉽게 어울리고 여러 문화와 언
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학과의 교수님들께서도 다양한 국가
에서 오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국제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깊게 공부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과 적
· 적

합
성

영어 역사 제 2외국어 사회 수학 통계 세계사 세계지리 법과 정치 경제
•글
 로벌 기업이나 국제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은 학생
•글
 로벌 마인드가 강하고 외국어 학습에 관심이 많은 학생
•탐
 구심이 강해 전공분야에 열중하여 학습할 수 있는 학생
•외
 국인들과 소통하고 협동에 관심이 많은 학생
•자
 기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학생
• 다문화 관련 행사 활동
• 경제·경영과 관련된 클럽활동
• 영어캠프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오리엔탈리즘/ 에드워드 사이드
•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 이강국
• 제 4차 산업혁명 / 클라우스 슈밥

• 외국어 학습(영어 및 제 2외국어 학습)
• 매체를 통한 국제기구 및 국제분쟁 등의 정보 수집
• 세계사 및 다양한 각국 문화를 소개하는 서적 탐독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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