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조리학부
/ 글로벌외식창업전공
Sol International Restaurant &
Entrepreneurship Major (SIRES)

Bring up Global Leaders for Food Service Industry
•글로벌 경쟁 시대에 미래 예술 기술 서비스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는
외식산업의 전문 경영인 양성
•글로벌 외식산업의 미래발전을 이끌어 나갈 전문 인력 양성
•파격적이고 도전적이며 21세기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창의적 외식기업인 양성

http://sires.wsu.ac.kr
T. 042-630-4708

학 과 개 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외식 및 푸드서비스 산업에 기여하고 미래사회의 식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사명 하에, 이를 위한 커리큘럼과 다양한 외부 협력 프로그램, 학생 지도 프로그램을 도입 및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 육 목 표
관련자격증

해외 우수대학의 전공분야 학위를 갖춘 원어민 교수 및 미국, 유럽, 한국 등 최상위급 박사학위 취득과 실무를
전공한 교수진의 지도로 최신 외식 경영 트렌드와 기업 경향을 글로벌 시각으로 교육을 하여 글로벌
외식기업가를 배출하는 세계적 교육기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외식 산업 선도 인재 양성

외식경영관리사, 국제 위생
사 자격증, 티소믈리에, 커피
SCAE 공인자격증, 조주기능
사 자격증,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 국제바텐더 자격증,
와인WEST 공인자격증, 조리
기능사 자격증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어)

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서비스업 개론, 서비스업에서의 관리 개론, 요식업관리 개론, 요리의 기초 1, 음료 관리,
구매 및 재고 관리

2학년

서비스업 소유물 관리 시스템-오페라, 요리의 기초 2, 메뉴 계획 및 원가 관리, 서비스업의
인적자원관리, 서비스업의 재정관리, 혁신기술과 서비스업

3학년

외식업 운영, 와인 소믈리에, 서비스업의 마케팅, 기업가정신 1: 서비스업에서의
기업가정신과 혁신, 서비스업에서의 전략적 리더십, 글로벌 서비스업 경영관리

4학년

레스토랑 레이아웃 및 디자인, 서비스업 고객관리, 요식업의 현대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서비스업의 연구방안, 기업가정신 2: 기업의 재무, 서비스업&관광업의 글로벌 시티즌쉽,
서비스업과 상법, 기업가정신 3: 레스토랑의 개발과 운영, 마케팅 소통기술

졸업 후 진로
특급호텔 및 리조트, 전문외
식업체, 단체급식업체, 항공
사 기내식 파트크루즈, 외식
기업 메뉴개발부서, 레스토
랑 창업, 외식관련 창업 컨설
팅, 파티, 이벤트, 연회전문기
업, 소믈리에, 티마스터, 푸드
스타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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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터뷰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글로벌외식창업학과 18학번 학생회장

김*희


Q. 글로벌외식창업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학과인가요?

SOL INTERNATIONAL SCHOOL

글로벌외식창업학과는 조리부터 경영까지 레스토랑 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그러기에 훗날 창업하기
에 제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전공 시간에는 사업을 직접 구상하고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받아 사업 계획서를 만드
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에 시장분석, 마케팅, 메뉴 등을 직접 기획해보는 수업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2학년 전공 시간에
는 실습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글로벌외식창업학과에서는 경영뿐만 아니라 조리 실력도 어느 정도 요구되기 때문에 한식, 양식, 베이커리, 베버리지
등을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국내 창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창업도 가능합니다. 3~4학년 때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해외로 인턴십을 가서 실전과 같은 상황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론부터 실습, 현장체험까지 모두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Q. 졸업 후 선배님들의 진로에 대해 궁금해요.
학과 특성상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특정 한 가지 분야로만 취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케냐에서 베이
커리 프랜차이즈를 희망하고 있기에 교수님들에게 피드백도 받으며 비즈니스 플랜을 점점 탄탄하게 굳혀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들을
통해 호텔로 취직을 준비하려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Q. 해외프로그램 참여 하는 것은 힘든가요?

취업률 및
취업현황

•전*정 (19년도 졸업) 신세계조선 쉐라톤 남산지점
•한*현 (20년도 졸업) 뚜레쥬르
철도물류대학

61.3%

엔디컷국제대학

우송대학교는 다른 학교들보다 해외 프로그램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필리핀 어학연수, 솔 챌린지, 중국 창업캠프를 다녀
왔으며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해외 프로그램을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과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한다면 누구나 다 해외 프로그램을 다녀올 수 있습
니다. 또한 해외 프로그램을 보내주는 부서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의 부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기회는 다양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관심만 있으면 쉽게 참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대학공시기준

▶ 입시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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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전공 관련 교과목

사회, 과학, 영어, 수학, 기술가정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위대한 조리장 / 김광오
•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인문학 / 댄 주래프스키
• 우리 음식의 언어 / 한성우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 국제 외식산업 식자재 박람회 레시피 공모전
• 영어캠프 참가
• 봉사활동 (조리봉사, 복지관 및 아동센터 무료급식봉사, 밥차 봉사)
• 아동센터 어린이 요리교실
• 식재료, 요리, 제빵, 도시락 등 연구 동아리 활동

호텔외식조리대학

• 외식경영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
• 외식 산업 분야 경험을 즐겨 할 수 있는 학생
• Food & Beverage 또는 조리에 대한 흥미와 리더십이 있는 학생
• 원만한 대인관계와 긍정적인 사고가 있는 학생
• 외식경영자로서 성공하려는 포부가 있는 학생
• 카페,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 있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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