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호텔
매니지먼트
학과
Sol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SIHOM)

http://sihom.wsu.ac.kr
T. 042-630-9249

Educate Future Hotel & Tourism Leaders with
Globalised Communication & Managerial Skills
•국제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관리자 능력을 갖춘 호텔서비스 및 관광분야 인재 양성

학 과 개 요
Hotel Management의 학사 학위는 다음과 같은 경쟁 요소를 포함합니다.
- 호텔 및 관광 관련 코스 및 지식의 국제 품질을 제공하는 국제 교수진 단체
- 광범위한 글로벌 고용 기회 및 이중 학위 교육 프로그램
- 한국 및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글로벌 인턴십 및 취업 알선
- 아시아 및 전세계 환대 시장에서 봉사 할 국제적 재능 개발
- 전 세계의 파트너 학교에서 초청 된 일반 초청 연사
- 업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최첨단 지식, 사례 및 핵심 기술 제공

교 육 목 표
관련자격증
•Certified Guest Service
Provider (CGSP) by
AHLA/AHLEI
•Certified Front Desk
Representative (CFDR) by
AHLA/AHLEI

•국제적인 호텔 서비스업계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능력과 인성을 겸비하고 실무에 강한 글로벌 서비스인재 양성
•혁신적인 교육 방식으로 관광업과 호텔 서비스업계에서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 극대화

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대부분의 학생들
이 ( 인턴십을 통해) 5성급 호
텔에서 6-12개월의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
려하면, 그들은 취업 시장에
서 매우 경쟁력이 있다.
•졸업생의 85% 이상이 국
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
텔관광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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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호텔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관리, 호텔산업/호텔조직 소개, 호텔용어

2학년

호텔산업, 식품운영(실습), 음료 및 바 운영의 기초회계(실습)

3학년

지속가능한 호텔 접근, 안전 및 보안 관리, 관광 지리 및 경제, 관광 및 호텔 사업 규정,
고객 관계 관리

4학년

관광지 관리, 전략적 호텔 관리, 국제 럭셔리 브랜드 관리, 호텔 사업 계획 및 개발,
캡스톤 프로젝트, 연구 방법론

학과동아리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PATA student chapter (PATA membership)
•SOLUS (MICE) Club related with Events planning
•Food & Beverage 동아리
•Smart Hotel 동아리
미니인터뷰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 19학번

최 * 형 (JW 메리어트 호텔 근무)

이*민


Q. 우송대학교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를 선택한 이유


Q.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를 다니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해외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는 부분
을 보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관광호텔 업계에서
해외경험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제 2외국어를 선택해서 배울 수 있어 가고 싶었다
고 생각했어요.

Q. 입학 후 우송대학교 캠퍼스생활

Q. 마지막으로 미래 후배들에게 하고싶은 말
환대서비스에 관심있는 후배님들이 저희 학과에 들어온다면 어떤 경험이
든 도전하고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고 싶어요! 영어에 자신감을 가지고
고객을 응대하고 글로벌 호텔리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알펜시아 리조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실습에 참여한 것이 가장 기
억에 남습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외국인 고객이 절반이상이라 직원들
뿐만 아니라 실습생에게도 준수한 영어실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저희 학
과는 외국인 교수님들의 100퍼센트 영어수업과 기숙형 영어교육 프로그
램인 RIEP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리큘럼 덕분에 큰 불편한 없이 고객을 응대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에게 2달간 실습은 학교에서 1년간 열심히 공부한 것을 증명하고 미래 호
텔 산업의 인재가 되기 위한 큰 디딤돌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엔디컷국제대학

우송대학교는 참여할 수 있는 대내활동이 정말 많이 있어 홍보대사, 학생
회뿐만 아니라 대내활동을 하면서 장학금도 받고 알차게 4년 동안 학교생
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었어요. 그중에서 제가 정말 경험해보고 싶었던 해
외크루즈를 경험 할 수 있어 좋았어요. (대내활동으로)

SOL INTERNATIONAL SCHOOL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 15학번

Q.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에 지원하게 된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철도물류대학

최대한 많은 활동을 해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학년 때엔 학생회
나 학과 동아리 Sol’us에 가입하여 다양한 학과활동을 해보거나 우송대학
교 홍보대사 애송이, 온라인 기자단 Sol Re에 지원하여 많은 경험을 쌓으
며 특별한 1학년 생활을 보냈으면 합니다. 또한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
과는 다양한 호텔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국내외 5성급 호텔에서 일할 수 있
는 인턴쉽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커리큘럼을 잘 활용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글로벌인재로 성장하길 응
원하겠습니다.

▶ 2, 3학년 Starrico (학교운영 카페) 실습
- Customer Service 및 Food & Beverage 기술 습득 및 향상

72%

2019년 대학공시기준

▶ 입시준비

•최*형 (19년도 졸업) JW호텔 서울 동대문
•남*규 (19년도 졸업) 포시즌스 호텔 서울
•박*민 (19년도 졸업) 롯데호텔 서울
•김*정 (18년도 졸업) 주한그리스대사관
•전*민 (19년도 졸업) 미국 괌 호텔

•주*경 (19년도 졸업) UAE 두바이 호텔
•김*림 (20년도 졸업) 임페리얼 매리어트 호텔
•정*영 (20년도 졸업) 알펜시아 홀리데이 인 리조트 호텔
•황*하 (20년도 졸업) 리조트 앰버서더 서울동대문 호텔

TIP!

과 적
· 적

합
성

호텔외식조리대학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 학과 수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취업률 및
취업현황

국어, 영어, 외국어, 수학(회계), 경제, 지리
• 타인을 리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설정해주는 리더십을 갖춘 학생
• 변화와 가지각색의 다양성에 대하여 대체 능력을 가진 학생
• 믿을 수 있고 자신이 맡은 책무를 완수하는 신뢰성과 책임감을 겸비한 학생
• 혼자보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성을 가진 학생
• 비판을 받아들이고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생
• K-Culture 공모전 활동
• 다양한 경진대회 (예 : 의료관광 컨퍼런스, 관광 상품 개발, 학과 소개 UCC 제작 등)
• 국내 호텔이나 컨벤션 현장견학 및 체험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Exploring the Hospitality Industry / John R. Walker
• Hospitality Management: People Skills and Manners on and off the Job / Lynn Pont
• Hotel Design, Planning, and Development / Richard H.Penner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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