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브릿지
경영학부
SolBridge
International
School of Business

Asian Center of Excellence in Global Business Education
•아시아 최고의 특성화 국제경영대학을 목표로 차세대 아시아 비즈니스 리더 양성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세계 경영대학발전협의회(AACSB)에서 인증한 국제적
교육시스템과 커리큘럼
•국내 최초, 동북아 유일 세계 30개 대학만 선정된 AACSB 2016 Innovations that Inspire
수상

http://www.solbridge.ac.kr
T. 042-630-8846

학 과 개 요
세계경영대학발전협의회(AACSB) 인증을 받아 세계 상위 5% 경영대학에 진입한 국내 유일의 비수도권
사립대 국제경영대학입니다.
교수진의 75%가 해외 유명 대학 출신 외국인 교수로 재무, 마케팅, 경영, 창업, 데이터 분석 등 전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경영대학입니다.
64여 개국 외국 학생들과 함께 배우는 특화과정 수업 외에도 다양한 기업 사례 학습, 글로벌기업 또는 대기업
해외법인의 인턴십 참여, 저명한 글로벌 전 현직 CEO들의 특강 운영 등을 통해 현장경영능력을 겸비하고
글로벌 핵심 역량을 갖춘 뛰어난 국제 경영 인재를 양성합니다.
입학부터 취업까지 지원과 지도를 전담하는 지도교수제도(Career Advisory Professor)를 운영하여 잠재력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자격증
TOEIC,
TOEIC Speaking,
HSK,
JPT,
JLPT 등 어학 관련 자격증,
AICPA 등 회계 관련 자격증

교 육 목 표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글로벌 핵심 역량을 갖춘 국제적 경영인으로 양성

전공교육과정
학 년
1학년

회계원리, 기업 및 기업정신 입문, 미시경제학 입문, 거시경제학 입문, 작문과
프레젠테이션 기술, 비판적 사고, 세미나, 비지니스 시스템 응용, 수리적 분석방법
(수학과목), 진로탐색

2학년

진로설정, 재무회계, 기초통계학 이해와 활용, 윤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한국의
조직관리, 사람과 조직, 디지털 기업 관리, 마케팅 원리, 이종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졸업 후 진로
해외유학(해외MBA과정)
외국기업(해외·국내·국내기업)
국내기업(마케터, 회계사,
대학원 등)

3~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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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교과목

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 아시아 경영학, 아시아 사례연구, 전략적 경영 연구, 운영관리,
기업 재무의 이해, 국제경영학

학 과 대 표 동 아 리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SolBridge Debate Society : 솔브릿지 토론 동아리 (지도교수 : Joshua Park))
•UNI-SOL : 창업 동아리 (지도교수 : Tom Steinberger)
•SolBridge Negotiation Club : 협상 동아리 (지도교수 : Aysha Muminova)
미니인터뷰
솔브릿지경영학부 19학번

윤 * 영 

황*택

SOL INTERNATIONAL SCHOOL

솔브릿지경영학부 18학번



77.4%

2019년 대학정보공시기준

•한*민 (18년도 졸업) 서울대 경영대학원
•고*빈 (18년도 졸업) 고려대 경영대학원
•배*민 (18년도 졸업) 웹젠
 
•이*승 (18년도 졸업) KICPA
•이*환 (18년도 졸업) 우리은행
 
•원*동 (18년도 졸업) 삼성이노베이션

•차*우 (18년도 졸업) 시카고 대학원
 
•김*석 (17년도 졸업) 수자원공사
•진*용 (17년도 졸업) 지성회계법인
 
•나*엽 (17년도 졸업) 넵스
•류*환 (17년도 졸업) 한미약품
 
•김*우 (17년도 졸업) 삼성엔지니어링

TIP!

과 적
· 적

합
성

영어 및 제2외국어, 수학, 경제, 사회, 지리 등

호텔외식조리대학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 SolBridge Debate Society (솔브릿지 토론팀)
- 국제 대회 8차례 우승 (지난 5년간 25여 차례 이상 준우승)
- 국내 대회 6차례 우승
- 국제 대회 유치 개최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 입시준비

철도물류대학

취업률 및
취업현황

한국에서 전세계 50여 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온 친
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문화와 역사, 언어를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경영과 비즈
니스 그리고 그 외 수많은 학문들을 미국과 유럽 등
명문대학 출신의 교수님들로부터 영어로 수업을 들
을 수 있는 학교가 한국에 있다면, 학업 이외에도 다양한 대외 활동과 인턴
십, 자기계발을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하며 때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학교가 한국에 있다면, 만약 이런 학교가 있다
면 여러분들은 다녀보고 싶으신가요? 이러한 이유들이 바로 제가 솔브릿
지에 들어오게 된 이유입니다. 솔브릿지는 이 모든 것들을 저에게 선물해
주는 배움의 장이며 성장의 무대입니다. 한국에서 전 세계를 직접 몸으로
느끼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가는 곳,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언어적, 학문
적, 문화적 실력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저를 준비시켜주는 곳,
저는 이 비전을 꿈꾸며 하루하루가 색다르고 도전이 되는 솔브릿지에서 대
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인 글로벌 시대에 솔브릿지를
통해 여러분들의 실력과 재능, 비전을 마음껏 펼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엔디컷국제대학

“진정한 의미의 국내 유일 국제경영대학”. 이는 솔브
릿지국제경영대학을 가장 잘 표현해낸 한 마디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과
영어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자연스레 제 사고의 시야를 넓혀 주
었습니다. 그들과 어울려 지내는 학교생활은 경영을 전공으로 하는 저에게
국제적 시각을 일깨워 해외시장에 보다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
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도 솔브릿지에서 공부하며 넓은 세계에 적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공하는 많은 유학 기회와 다양한 취
업 및 문화 체험의 기회에서 타 학교의 학생들과는 다른 경험을 즐기고 있
는 제가, 자신 있게 넓은 세계에 발돋움하고 싶으신 분들께 솔브릿지국제
경영대학을 추천합니다.

•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
•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
• 글로벌 리더십 역량이 있는 학생
• 다양한 문화와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학생
• 솔브릿지 주최 국제 경영 캠프 또는 전공체험
• 솔브릿지 주최 대회
• 경영·경제 관련 동아리 활동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린 스타트업 지속적 혁신을 실현하는 창업의
과학 / 에릭 리스 / 2012년
•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 유발 하라리 /
2017년
• 호모데우스 / 유발 하라리 / 2017년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 수레바퀴 아래서 / 헤르만 헤세 / 2001년
•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개정판) / 벤저민 그레이엄,
제이슨 츠바이크 / 2016년
• 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샌델 /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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