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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취업, 우송대학교
- 취업경쟁력 강화 교육
- 부전공, 복수전공, 국가자격증 과정
- 국내외 인턴십 및 취업능력 강화 프로그램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엔디컷국제대학

(강의실 신축 / 장학금 대폭 확대)

글로벌 특성화 학과
(우수한 외국인 교수 / 영어 강의 중심 / 해외 취업 특화)

❶ 취업률
‘3년 연속 전국 1위’ 달성
(2019~2017 대학정보공시 기준 / ‘나’그룹, 졸업생 2,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➋ 2022 교육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선정
➌ 2021 교육부
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혁신공유대학 사업 선정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선정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➍ 소프트웨어 절대강자
|교육부| 2020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 선정
|과기정통부| 2022~2018 ‘SW 중심대학’ 선정
❺ 2021~2019 철도물류대학
공기업 합격자 210여 명 배출
❻ 2017년 교육부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사업)’ 선정
❼ 2017년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❽ 2017년 프랑스 현지와 동일한 3년 과정을 영어로 우송대에서 이수
세계 최고 ‘Paul Bocuse 조리대학 정규학위’ 취득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_4
•Specialization
- Finance(재무)
- Marketing(마케팅)
- Data Analytics(데이터 분석)
- Technology and Innovation(기술 혁신)
- Management and Entrepreneurship(경영과 창업)

엔디컷국제대학 _10
•AI•빅테이터학과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
•융합경영학부
- 글로벌융합비즈니스학과, 경영학전공, 세무·부동산학전공
•Endicott 자율융합학부
- Endicott자유전공, 자기설계전공

철도물류대학 _26
•철도건설시스템학부
- 글로벌철도학과, 철도건설시스템전공, 건축공학전공
•철도경영학과
•물류시스템학과
•철도시스템학부
- 철도전기시스템전공, 철도소프트웨어전공
•철도차량시스템학과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_44
•테크노미디어융합학부
-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게임멀티미디어전공,
미디어디자인·영상전공
•IT융합학부
- 컴퓨터정보·보안전공,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_56

보건복지대학 _80
•사회복지학과
•작업치료학과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보건의료경영학과
•유아교육과
•뷰티디자인경영학과
•응급구조학과
•소방·안전학부
- 소방방재전공, 안전공학전공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스포츠건강재활학과

•휴민디지털인터페이스학부(HADI)

호텔외식조리대학 _60
•글로벌조리학부
- 글로벌조리전공, 폴보퀴즈조리전공, 글로벌외식창업전공
•외식조리학부
- 외식조리전공, 한식조리·과학전공, 외식,조리경영전공, 제과제빵·조리전공
•외식조리영양학부
- 바이오식품과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호텔관광경영학과

A GUIDE BOOK ON
WOOSONG UNIVERSITY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SolBridge International School of Business

글로벌 핵심 역량을 갖춘 국제 경영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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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브릿지경영학부
[특화과정]
- Finance (재무)
- Marketing (마케팅)
- Data Analytics (데이터 분석)
- Technology and Innovation (기술 혁신)
- Management and Entrepreneurship (경영과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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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핵심역량을 갖춘 전문 경영인력 양성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한국 속의 세계 대학, 다양한 글로벌 진출 기회!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 양성” 이라는 미션 아래, 미국식 교육과정과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글로벌 핵심역량을 갖춘 뛰어난 국제경영인력을 양성합니다.
•100% 영어로 진행하는 미국식 교육과정과 운영시스템
•외국인 교수 75%, 해외 유명대학 출신 교수진
•64여개국 약 70% 외국 유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국제적 교육 환경과 분위기
•폭넓고 다양한 장학제도
•유학과 같은 생활로 자연스럽게 갖춰지는 영어 능력과 국제적 전공지식
•대기업 해외법인, 외국기업 인턴십과 호평받는 경영 실무능력 배양과정
•세계 유명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졸업떄까지 학업/진로/취업에 관한 개인별 멘토링(전담지도교수제)
- 복수학위 프로그램(25개, 최다 해외 연계 대학 보유)
 미국 SUNY, Bentley Univ, Macquarie University, BI Norwegian Business School BFSU, KEDGE Business School, France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Carleton University 등

- 교환학생 프로그램(해외 160여개 연계 대학 보유)
미
 국, 캐나다, 스페인,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싱가폴,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베트남, 프랑스, 러시아 등

잠재력 있는 학생은 누구나 영어수업 걱정없이 최상의 국제적 교육환경에서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입학 전부터 준비해 드립니다.
•영어강의 적응을 위한 English Immersion Camp 운영

•영어 소통이 일상화되는 외국인 학생과의 기숙사 룸메이트 생활

•단기간에 입과 귀가 트이는 영어교과운영(IEP-S)

•입학부터 취업까지 전담하여 카운셀링하는 지도교수제

Finance (재무)

선진화된 교육환경

Marketing (마케팅)
Data Analytics (데이터 분석)
Technology and Innovation (기술 혁신)
Management and Entrepreneurship (경영과 창업)

비전

아시아 최고의 특성화 국제경영대학

미션

차세대 아시아 비즈니스 리더 양성

Glob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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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Management

멀티미디어 컨퍼런스 룸

도서관

컴퓨터실

강의실

휘트니스 센터

수영장

카페

식당

Convergence
Management

다양한 글로벌 진출기회를 지원하는
솔브릿지 커리어 트랙(SCTS)
해외 현지 취업
프로그램

맞춤형
커리어 트랙

프로페셔널
커리어 프로그램
복수학위 프로그램
글로벌 석사 진학
프로그램

자기설계형
커리어 트랙

‘2017 글로벌파워브랜드대상’ 수상
2017 Global Power Brand Awards : GPBA

솔브릿지에서 3년 수학 후, 타겟 취업
국가에서 1년 수학 및 현지 취업
타겟 취업군별 특화된
경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솔브릿지, 해외자매대학 2개 대학에서
각각 학위 취득
솔브릿지 졸업 후 솔브릿지와 제휴된
해외대학 석사 진학
학생 주도적으로 커리어/
진학 개발 목표 수립

국내 전 산업부문의 기업, 기관, 단체 등의 브랜드 중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 상승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킨 브랜드를 선정하여 주는 상으로
써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이 국가발전에 기여했음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세계경영대학협의회인증
AACSB : 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

•전 세계 상위 5% 경영대학 인증 AACSB
•국내 최초의 비수도권 사립대 AACSB 인증
•AACSB 인증으로 더욱 유리해진
글로벌 해외 대학들과의 복수학위,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글로벌 진출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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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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영어, ADAPT, 작문과 프레젠테이션 기술, 비즈니스 시스템 응용, 비즈니스
수학, 미시경제학 입문, 거시경제학 입문, 기업 및 기업정신 입문, 회계원리

2학년

사람과 조직, 마케팅 원리, 경영정보시스템, 기초통계학 이해와 활용, 윤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종문화간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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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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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교과목

기업 재무의 이해, 전략적 경영 연구,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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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학번, 마케팅

솔브릿지경영학부 19학번

서울대학교 대학원 진학

북경외국어대학교 재학 (2+2 복수학위)

한 * 민 

정*수



철도물류대학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해외취업 사례
- Google – Invesco – Mercedes Benz – DHL
- Coca Cola –Adecco
▶국내 취업 사례
- 존슨엔존슨 코리아 – 네이버 – 우리은행 – 한미약품 – 롯데그룹 – 삼성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
▶인턴십
- 대전 마케팅 공사 – 디즈니랜드 – LG – 해외 스타트업 온라인 인턴 – UN 등

취업률 및
취업현황

57.1%

현재의 나는 “솔브릿지가 아니었다면…”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솔브릿지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국제적인 시야와 글로벌한 친구들 전공지식을 넘어
서, 인생의 방향 전체가 솔브릿지로부터 디자인되었다. 별다른 유학이나
해외경험이 없던 나에게 유학에 대한 다양한 루트와 해외 취업에 대한 정
보와 같은 학교의 서포트는 이제는 당연하다고 느껴질 만큼 익숙하다. 다
국적 기업들로 뻗어 나가는 선배들을 보며 나의 미래를 그린다. 여러 학교
행사들을 통해 경험했던 한국을 대표한다는 느낌, 세계속에 녹아든다는 느
낌은 여전히 나를 가슴 뛰게 만든다. 단지 학업과 커리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슴 뛰는 일을 찾는 것 또한 대학에서 함양해야 할 주요한 요소
라고 생각한다. 나는 솔브릿지를 통해 얻은 나의 모든 모습들을 즐기고있
다. 외국어로 전공책을 읽는 내 모습, 국제 정세와 경제에 대해 관심을 두
고 있는 내 모습, 어느나라 사람을 만나던 먼저 말을 건넬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내 모습을 즐기며 세상을 공부하고 있다. 보다넓은 세상에서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솔브릿지를 추천한다.

엔디컷국제대학

돌이켜보면, 솔브릿지에서 참으로 많은 혜택을 누린
것 같다. 1학년 때부터 영어토론 동아리 (Solbridge
Debate Society) 활동을 열심히 하며, 다양한 국내
외 토너먼트에 참가했고, 그 과정에서 만난 여러 재능 있는 친구들의 자극
으로 활력 넘치는 캠퍼스 생활의 원동력을 얻었다. 우리 학교는 대전에 위
치하고 있지만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 그리고 100% 영어 강의 환경 등으
로 글로벌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시키
는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또한, 다른 종합대학과 달리 상대적으
로 규모가 작은 솔브릿지에서는 교수님들께 자문을 구하기 훨씬 쉬운 환경
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
께 응원의 말씀도 아끼지 않으셨던 감사한 기억도 난다. 이에 더하여 성적
우수자에게 수여하는 장학금 외에, 여러 국제 대회에 참가할 때 다양한 펀
딩의 기회들이 제공되어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한다. 나 역시 학교가
펀딩해준 학회에 참가하고 논문이라는 것을 처음 접해본 후, 강력한 흥미
를 느끼게 되어, 그 경험을 기점으로, 이후 대학원 진학, 박사 유학의 길까
지 이어지게 되었다. 솔브릿지에서 주어졌던 다양한 기회들이 없었다면 지
금의 나 역시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소*아 KDI 연구원(런던대학 석사)
•유*수 아델만 코리아
•예*희 VINA 싱가폴

호텔외식조리대학

▶ 입시준비

•이*승 삼성회계법인 회계사
•김*철 현대자동차(KAIST 박사 수료)

TIP!

전공 관련 교과목

영어 및 제2외국어, 수학, 경제, 사회, 지리 등
• 글로벌 리더십 역량이 있는 학생
• 다양한 문화와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전공관련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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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를 경영하라!/톰 피터스/2005년
• 삼국지 경영학/최우석/2007년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켄 블랜차드/2006년
• 청소년 부의 미래/엘빈 토플러/2007년

과 적
· 적

합
성

보건복지대학

•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
•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

학
인

• 청소년을 위한 세계경제사:‘자급자족’에서 ‘글로벌경제’까지/
석혜원/2010년
• 17살, 돈의 가치를 알아야 할 나이/한진수/2011년
•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공황과 번영, 불황 그리고 제4의 시대/로버트
라이시/2011
•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토드 부크홀츠/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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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UIDE BOOK ON
WOOSONG UNIVERSITY

엔디컷국제대학
Endicott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AI·빅데이터학과, 융합경영, 기술경영, 호텔경영, 예술경영
분야의 실무형 산업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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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빅테이터학과
•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
• 융합경영학부
- 글로벌융합비즈니스학과, 경영학전공, 세무·부동산학전공

• Endicott 자율융합학부
- Endicott자유전공, 자기설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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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의 중심대학
우송대학교 엔디컷국제대학
4차 산업혁명의 요체는 기술과 경영, 국제화가 융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가치 혁신입니다.

비즈니스
역량

실무형 글로벌
산업인재 육성

융합

엔디컷국제대학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기술
역량

국제화
역량

엔디컷국제대학 비전 및 교육방식
비전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실무형 글로벌 산업 인재 양성

혁신적인 교육과정

글로벌IT 교육환경

•자기 주도형 전공 설계

•다국적 교수진/학생
•3개국 언어 구사능력
•EOD(기업체 맞춤형 교육) •IT/4차산업 교육환경
•AIEP 영어 집중 교육 프로그램

교육
방식 •프로젝트 집중형 수업

국내외 네트워크
•복수학위(공동학위)과정
•해외캠퍼스 유학과정
•국내외 인턴십

Endicott College의 글로벌 교육환경
•다양한 국가와 기업과의 폭넓은 글로벌 Exchange 프로그램
- 해외 유수대학과 기업으로 2+2, 3+1 유학 및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 외국인 교수님의 100% 영어강의(글로벌 현장인 턴십 운영)
•해외 명문대 출신의 국제적 교수님 영입
•희망자 전원 북경외대 1년 연수
•산업수요 부응 트랙별 자기설계에 의한 교과과정 이수
•교육부의 대학특성화 사업(Creative Korea) 지원 대상인 특성화 학과로 구성
•세계 최고 석학으로 구성된 엔디컷국제대학 자체의 글로벌 네트워크 보유(‘해외자문위원단’)
「해외자문위원단 : Dipak Jain (前인시아드 경영대학 학장)등」
•강의, 연구, (창업)실습, 휴게 공간이 함께하는 최첨단 신축 학사

“12년 잠자던 내안의 영어, 우송대학교에서 깨우자!”

영어 집중 교육 프로그램 AIEP
영어가 두렵습니까? 영어는 AIEP가 책임집니다.
미국 대학 유학생용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국내 최고의 영어 집중 교육 과정으로 영어환경 안에서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부터 심화학습까지 습득하고,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통합적 영어 몰입 교육과정입니다.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우송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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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icott국제대학 학과 교수진

해외 유수대학과의 2+2, 3+1 exchange프로그램

명문대 출신의 유능한 국제적 교수진과 아울러 근년에 개관한
엔디컷국제대학 신축 학사는 4차 산업 연구소를 갖춘 최첨단 시설로
학생과 교수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학문적 정보는 물론 생활정보,
국내외 취업 기회까지 다양한 소통의 장이 되는 혁신적인 디지털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University of Mississippi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Arizona State University (3+1+1 석사연계 프로그램)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Pembroke

김형태
융합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학과장

원동욱
융합경영학부
세무·부동산학전공
학과장

구인혁
글로벌융합비즈니스학과
학과장

중국
북경대학(중국 1위 대학, 3+1+2 석사연계과정)
북경외국어대학교
남경대학교
사천대학교
하북대학교
대만
정의대학교

유수대학으로의 어학연수 (1학기 또는 1년)
최대우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
학과장

김봉균
AI·빅데이터학과
학과장

노찬숙
Endicott 자율융합학부
학부장

미국
University of Mississippi, St. Cloud State University,
Fairmont State University
필리핀
Battan Peninsula State University
중국
북경이공대학교, 사천대학교, 남경대학교, 하북대학교,
소주대학교, 황산대학교, 남경효장대학교

Endicott 대학만의 특별 프로그램
미국 Top 10, Northwestern University 대학에서의 Marketing
Certificate Program
13

AI ·
빅데이터학과
AI and Big Data Department

Cultivating Global Experts;
Lea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SW 실무 전문가 양성
•복합 학제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 설계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http://tech.endicott.ac.kr
T. 042-630-9807

관련자격증
•프로그래밍: OCJP,
OCWCD, OCBCD, 정보처
리기사
•사물인터넷 : IoT지식능력
검정, CISA, CISSP, 정보보
안기사(산업기사)
•데이터분석: ADP, SQL,
DAP, ABDA(Associate Big
Data Analyst)

졸업 후 진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모바
일 앱/웹 개발 전문가, 빅데
이터 플랫폼 엔지니어, 빅데
이터 분석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블록체인 전문가, 사
물인터넷&인공지능 분야 응
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주요 취업처 : 인터넷, 전
자상거래 등 국내외 IT 전문
기업(예 : 네이버, 카카오, 쿠
팡,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
리아, 애플코리아 등) 및 중
소 SW 벤처 기업의 소프트
웨어 개발 부서, 국내외 IT
전문기업 및 금융기업, 마케
팅 전문 회사(예 : 삼성, LG,
제일기획 등)의 데이터 분석
부서 및 중소 SW 벤처 기업
의 마케팅 기획, 데이터 분석
부서 등

▶ SW중심대학 주도 학과

SW중심대학
사업

•우수SW기업에 인턴십 파견 프로그램 운영
•기업과 공동으로 실전적 SW산학프로젝트 운영
•빅데이터 보안센터, XR센터, 영상센터 등 우수 교육시설 설치 · 운영
•선진국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SW창업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지원

학 과 개 요
•AI · 빅데이터학과는 4차 산업혁명 대비 글로벌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입니다.
•해외 유수의 대학 및 파트너 기업과의 교류를 통한 글로벌 교육환경 및 취업 기회 제공
- 북경 이공대 공동학위 과정 운영
- 인도 IITH와 공동 연구소 설립 추진
- 우송 네트워크 파크 구축으로 글로벌 인턴십 및 해외 취업 지원
•미국 대학 유학생용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국내 최초의 영어 집중교육 프로그램(RIEP 과정) 운영으로
자연스럽게 글로벌 SW인재로 성장하는 몰입형 영어 교육 환경 제공
•1학년 수강과목의 50%, 2학년부터는 수강과목의 100%를 영어로 수업 진행

교 육 목 표

교육 목표 : 글로벌 SW 인재 양성
주요 SW 진로 분야 :
•국내외 IT 전문기업 (네이버, 카카오, 쿠팡,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등)
•금융기업 (은행, 카드사), 마케팅 전문 회사 (광고회사, 미디어업체)
•소프트웨어 벤처 기업, 실리콘밸리 등 해외 벤처기업

특별교육과정개발
•우송비트교육프로그램
(기본, 고급 과정)
•기업 주문형 교육과정

SW산업 수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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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빅데이터학과
•AI 활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빅데이터 관리, 분석

SW중심대학 집중지원

해외자매대학 교류
•북경 이공대 공동학위과정
•4차 산업응용 연구소 운영
•추가 제휴 대학 확장 중

최신 SW기술 동향

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컴퓨팅 시스템 이해, 파이썬 기초, 선형대수, 확률·통계

2학년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이해, 데이터분석 입문, 기계학습 입문, 클라우드 컴퓨팅

3학년

블록체인 이해, 사물 인터넷, 하둡 입문, 이미지와 신호 처리, 심화학습(Deep Learning)

4학년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다차원 데이터 시각화, 디지털 헬스케어, 현장실습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1학년

학과동아리
•Motherboard : 4차산업혁명에 맞춰 SW프로그래밍 기초부터 팀 프로젝트까지 연구, 개발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Madhusudan Singh)

미니인터뷰
엔디컷국제대학

AI・빅데이터학과 21학번(前 미래기술학부)

임*우


Q. 우송대 AI•빅데이터학과를 지원하게 된 이유?

철도물류대학

제가 AI·빅데이터학과에 지원한 가장 큰 이유는 과와 관련된 분야의 긍정적인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송대학교의 AI·빅데
이터학과만의 독특한 커리큘럼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학과는 1학년 동안 영어와 한국어 수업을 병행하다가 2학년부터는 모든 전공 수
업을 영어로 듣게 됩니다. 2학년 때의 영어 수업을 대비하여 1학년 1학기에는 영어 실력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에서 RIEP라는 영어 수업을 합니다. 이러한 커리큘럼 덕분에 세계화된 세상에 알맞은 글로벌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AI·빅데이터학과를
지원했었습니다.

Q. 신
 입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과 특성상 영어로 수업을 하며 영어권 교수님과 자주 접하기 때문에 영
어 교양수업을 최대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학이나 빈 시간을 활용하여 컴퓨터 언어와 관련된 학습을 복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어로 수업하시
는 것 때문에 걱정하실 학생분들을 위해서 작은 팁을 드리자면 영어를 잘 모르시더라도 컴퓨터 언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다면 수업을 따라오시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 SW중심대학 선정 / SW중심대학 주관학과
- 다양한 경진대회 개최(경진대회를 통한 해외연수 전액지원, 경진대회 우수작품 창업지원)
- 매 학기 전문가 특강 개최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BIT 컴퓨터 과정, LG CNS SMART FACTORY 과정, Apple(iOS) App개발자 과정)
▶ 해외 취업 기회 확대로 글로벌(미국·일본·호주)인재양성
- 3+1, 2+2 해외 유학제도
- 문화 탐방, 어학 및 전공 교육
- 북경이공대학 대학원 진학 시 전액 장학금
▶ 바이오헬스 혁신공유대학
- 단국대, 홍익대, 상명대 등 전국 7개 대학과 공동 학위과정 운영
- 바이오 메디컬 아티스트, 바이오 빅데이터 전문가, 바이오 RA전문가 양성

호텔외식조리대학

▶ 입시준비

TIP!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과 적
· 적

합
성

수학, 과학, 컴퓨터 등 이공계열 교과목
• 첨단 기술에 관심과 호기심이 많은 학생
• 창의성이 뛰어나고 열정이 있는 학생
• 우송대학교 고교 연계 전공 체험 활동
• 소프트웨어 관련 동아리 활동
• 과학기술 관련 대학 참가활동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4차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 / 리처드
서스킨드 외 / 2016
• 호모데우스 / 유발 하라리 / 2017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 정보 지식 능력이 우수한 학생
•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첨단 IT 산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

• 팩트풀니스 / 한스 로슬링/ 2019
• 딥러닝 레볼루션 / 테런스J, 세즈노스키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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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호텔
매니지먼트
학과
Global Hote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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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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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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호텔산업/관광산업 소개, 식음료 관리, 호텔 회계

2학년

호텔 인력/브랜드/자산 관리. 식음료 재무 및 품질관리, 식음료 서비스(실습), 호텔관리
시스템, 와인과 주류

3학년

프론트오피스/하우스키핑/레스토랑/ 카지노 운영관리, 금융(수익)관리, 관광업의
역동성, 마케팅 기술, 커피와 차

4학년

관광산업의 전략, 고객 관계 관리, 호텔사업 연구방법 및 개발(호텔 프로젝트), 관광지
관리, MICE산업 관리, 캡스톤 프로젝트1·2

학과동아리
•PATA student chapter (PATA membership) : PATA(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는 태평양 아시아
지역의 여행 및 관광을 책임감 있게 발전시키는 역할하고, 여행 및 관광의 가치, 품질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SOLUS (MICE) : MICE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의 이벤트 기획 및 교내외 행사 도움
을 담당하고, 주요 활동으로는 할로윈 &크리스마스 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하며 교외 행사로는 KOTEA와
APF 등의 국제 행사에 대표로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Food & Beverage 동아리 : 식음료에 관련해서 기획하고 칵테일 및 막테일, 레스토랑 접대 등에 대해서 함
께 의견을 나누며 공부하는 동아리입니다.

미니인터뷰

김*준


Q. 우송대학교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를 선택한 이유

Q.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를 다니며 기억에 남은 경험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는 모든 수업이 100% 영어로 진행됩니다. 신입
생 여러분들이 영어수업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신입생 때 많은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어실
력 향상과 세계적인 호텔리어의 성장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우송대학교 글로


Q.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를 다니며 가장 기억
에 남은 경험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를 다니며 수많은 인턴십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 괌에 위치한 PIC호텔
에서 인턴십을 진행했었는데, 호텔 업무를 직접 경험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
며 학술제를 진행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학과 특성상 외국인
교수님들이 많았기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영어로 소통하며,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었고, 학과에서 매년 진행하는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
리했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Q.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를 지원하는 신입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글로벌학과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강의 외에도 다양한 영어
향상 프로그램들을 통해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고, 교수님들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시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글로벌호텔매니지
먼트학과는 호텔경영 외에도 회계, 마케팅 등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해 배
우는 학과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면 선택의 폭이 넓은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Q. 신입생에게 한마디

정*향

철도물류대학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에 다니면서 저에게 실습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준비했고, 면접에 합격하여 실제 호텔에
서 실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실습을 진행하면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용어, 서비스마인드 등과 같은 내용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일을 배울
때 수월하게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다양한 상황을 통해 이론과는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저의
꿈에 확신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고, 더 단단한 목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고민하는 것보다 일단 실행해보는 것이 저에게 있어 더 다양한 경험과 성장을
이루어 냈던 거 같습니다.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 신입생과 후배들도 기
회가 찾아왔을 때 겁먹지 말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 18학번

엔디컷국제대학

제가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모
든 수업이 100% 영어로 진행된다는 것이 최고의 장
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과에
지원하기 전에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
다. 그렇다고 무작정 영어 수업만 보고 지원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해외 호텔
취업이라는 목표를 확실히 잡고 있었고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의 커리큘
럼을 확인하고 저에게 있어 영어라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해외 인턴십 기회를 보며 저의 목표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에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
다.

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가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신
입생분들의 이러한 걱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업에 있어 따라가지 못하거
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차근차근 가르쳐주십니다. 저도 신입생 때 많은 교
수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신입생 때 영어 강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외국인과 대화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영어를 못 한
다고 겁먹지 마시고 호텔 업계에서 일을 한다면 영어는 필수이기 때문에 이곳
에서 많이 부딪혀 보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 20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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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2021년 대학공시기준

TIP!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곽*형 (20년도 졸업) 서울 JW Marriott호텔
•차*성 (20년도 졸업)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
•임*나 (21년도 졸업)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
•김*섭 (21년도 졸업) 켄싱턴호텔 여의도
•안*은 (20년도 졸업) 제주 신화월드
•정*성 (20년도 졸업) 강릉 스카이베이 호텔
•김*경 (21년도 졸업) 미국, 괌 하얏트 호텔
•김*민 (21년도 졸업) 조선팰리스 럭셔리 컬렉션호텔
•김*이 (20년도 졸업) 신라스테이 호텔 서초
•이*정 (20년도 졸업) 신라스테이 호텔 서초
•이*빈 (20년도 졸업) 파크 하얏트 서울
•이*현 (21년도 졸업) 진에어

호텔외식조리대학

▶ 입시준비

•최*형 (19년도 졸업) JW호텔 서울 동대문
•남*규 (19년도 졸업) 포시즌스 호텔 서울
•김*정 (18년도 졸업) 주한그리스대사관
•김*송 (19년도 졸업) 서울 드래곤시티
•안*지 (20년도 졸업) 골든튤립 해운대 호텔
•주*경 (19년도 졸업) UAE 두바이 호텔
•장*정 (21년도 졸업) Saipan Kensington Hotel
•조*선 (21년도 졸업) Saipan Kensington Hotel
•임*수 (21년도 졸업) Saipan Coral Ocean Resort Hotel
•최*수 (21년도 졸업) Saipan Coral Ocean Resort Hotel
•조*수 (21년도 졸업) Saipan Coral Ocean Resort Hotel
•신*현 (20년도 졸업) 세인트존스 호텔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취업률 및
취업현황

과 적
· 적

합
성

국어, 영어, 외국어, 수학(회계), 경제, 지리

전공관련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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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리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설정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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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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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경영학부

Cultivating Global Leaders Leading the Industry 4.0 with Innovative
and Creative Mind in the Domain of International Business

/ 글로벌융합비즈니스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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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Convergence Business
Department

http://sibiz.wsu.ac.kr
T. 042-630-9338

학 과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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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경제·회계학 기초, 경영용어, 리더십과 협동, 비즈니스 영어

2학년

경영통계학, 마케팅 이론, 경영분석 기초, 경영 파이썬 프로그램 실습, 프로젝트 관리, 소비자행동론, 대중연설 및 상담

3학년

재무관리, 운영관리, 글로벌마케팅 및 소비자문화론, 운영 데이터 분석, 디지털마케팅, 의사결정이론, 경영정보시스템

4학년

기업가 정신, 글로벌인적자원관리, 글로벌공급망관리, 관리회계, 글로벌리더십 및 국제연구, 마케팅 전략 및 연구, 회사전략분석,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경영윤리의식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1학년

학과동아리
•fire starter : 주 1회 모임을 통해 자신이 향상시키고 싶은 어학 자격증 공부와 글로벌이슈와 관련하여 영어토론을 하며 서로 의견을 내는 연습을 하
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취업 동아리

엔디컷국제대학

자매대학 소개
•복수학위 - 조지아공대 (2+2) : 전미 종합대학 순위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미국 명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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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비즈니스학과) 20학번

남*기

정*영


Q. 우송대학교에서의 캠퍼스 생활은 어떠한가요?


Q. 글로벌융합비즈니스학과만의 장점은?

▶ 입시준비

TIP!

전공 관련 교과목

Q.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저는 평소에 외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수능이 끝난 후에는 미국 드라마를 즐
겨봤답니다. '가십걸'이나 '프렌즈'와 같은 다소 오래된 드라마에는 우리나라의 이
야기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우리나
라에 대한 언급이 잦아졌고 또한 최근 영화 '오징어 게임'팀의 수상으로 인해 우리나
라 위상이 더욱 올라갔으며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위상에 맞추어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글로벌융합비즈니스학과에서
배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로 진출하여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다양
한 문화를 경험하며 남과 다른 도전에 내 젊음을 보낸다는 것이 정말 멋있게 느껴지
고 설레지 않나요? 우송대학교의 자부심! 글로벌융합비즈니스학과에서 여러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다양한 혜택들 모두 여러분의 것입니다. 함께 누려요.

영어 역사 제 2외국어 사회 수학 통계 세계사 세계지리 법과 정치 경제
• 외국인들과 소통하고 협동에 관심이 많은 학생
•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학생

전공관련활동

• 다문화 관련 행사 활동
• 경제·경영과 관련된 클럽활동
• 영어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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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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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적
· 적

합
성

보건복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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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인

호텔외식조리대학

글로벌융합비즈니스학과는 많은 외국인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
기에 100% 영어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어 걱정하고 있다면
저는 주저 없이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신입생 때에는 영
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걱정도 크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학
과에서 수준별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과 더불어 전공 교수님들과 외국인 학생들
을 자주 접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
니다. 이러한 환경이 저의 영어 실력과 자신감을 키워줬습니다. 많은 학생분이
글로벌융합비즈니스학과에 진학하셔서 경영과 더불어 영어를 모두 배울 수 있
는 기회를 얻어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Q. 글로벌융합비즈니스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글로벌융합비즈니스학과는 경영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IT
역량, 외국어 능력 그리고 글로벌 시각을 지닌 4차 산업혁
명 시대를 이끌어 갈 글로벌 경영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
니다. 많은 대학의 경영학과와는 달리 글로벌융합비즈니스학과는 많은 외국인 교
수진과 학생들과의 지식 교류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
에서는 한국의 경영과 경제만 다루지 않고 많은 외국의 경영,경제방식도 다룹니
다. 전공수업에서 이루어지는 CASE-STUDY를 통해 외국 기업의 경영 방식과 전
략들을 배울 수 있으며 외국인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며 국제경영, 국제
관계 등 실무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에 걸맞은 취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우송대학교에서 SW (Software)수업이 진행됩니다. 평소 SW에 관심이 없던 저도
이 수업을 통해 IT와 관련된 많은 산업과 경영 전략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
니다. 그렇기에 SW와 거리가 먼 학생들도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이룰
통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고 많은 실무중심의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턴 프로그램 및 현장 실습을 나갈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제공되며 글로벌 교
육 환경을 위해 자매결연을 한 많은 외국의 대학교로 2+2, 3+1 복수 학위 프로그
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융합비즈니스학과에 진학하셔서 국제 사회의 많
은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우송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학 후 전공수업뿐만 아
니라 교양수업까지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어 어려
움을 많이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GE 프
로그램’과 ‘RIEP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의 기초부터 독해, 쓰기, 말하기 등 차근
차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에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송대
학교는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베트남, 미
국, 중국, 필리핀 등 세계 곳곳에 많은 대학교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서 복
수 학위와 나아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어학 연수의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잡아 도전해볼 예정입니다. 평소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호기심
이 많았고 전공수업에서 배웠던 지역화 전략이라는 부분에서도 많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많은 지식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넓은 곳에 가서
많은 것을 생생하게 경험해보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경험을 하고싶습니다. 학
교에서는 열의를 갖고 열심히 도전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많은 적극적인 지원
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송대학교에 진학하여 많은 외국인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배우며 더불어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프로
그램에 참여하신다면 즐겁고 알찬 캠퍼스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철도물류대학

글로벌융합비즈니스학과 (前글로벌비즈니스학과) 18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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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경영학부
/ 경영학전공
School of Corporate Management,
Corporate Management Major

Global Business Manager : Leading Change in
Management Practices for Industry 4.0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 경영인재 양성
•대기업 실무 역량을 보유한 교수진을 통해 아시아 최고의 실무형 융합비즈니스 인재 양성

http://ibd.wsu.ac.kr
T. 042-629-6640

학 과 개 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비즈니스 실무역량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창의적 경영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어 등) 집중교육과 함께 해외 유명 대학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IoT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의 역량을 겸비한 실무 비즈니스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산업체 맞춤형 교육<Education On Demand>, 프로젝트 집중형 수업, 해외지역 전문가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 육 목 표
관련자격증
빅데이터분석사, 무역영어,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ERP정보처리사, 관세사,
FTA원산지관리사, 공인회계
사, 국제무역사 등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및 산업의 변화를 민강하게 감지하고 그 변화에 철저히 준비된 실무중심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적 전문 경영인재 양성
•외국어 집중교육, 해외연수 프로그램 및 글로벌 기업 및 문화 탐방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비즈니스 실무 역량을 갖춘 최고의 글로벌 지역 전문가 양성

전공교육과정
졸업 후 진로
국내/외 다국적 기업 무역회
사, 벤처기업, 국제지역 전문
가, 물류유통업체, 경영지도
사, M&A전문가, 컨설턴트,
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
카드사 및 신용협동조합 등
다양한 금융기관, 글로벌 기
업의 인사관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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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경영학원론, 통계학원론, 경제학원론, 컴퓨터활용, 회계원리, 마케팅원론,
경영의사결정론

2학년

비즈니스영어1, 국제경영학, 중급회계, 비즈니스영어2, 제무제표분석실무,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3학년

인적자원관리론, 생산운영관리, 마케팅조사론, 조직행동과리더십, 기업경영분석,
소비자행동론

4학년

전략경영론, 의사소통과협상론, 서비스운영관리, SNS마케팅실무, 빅데이터관리론,
금융과부동산투자, 벤처중소기업창업론,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학과동아리
•월드피아 : 해외취업 목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보 공유, 해외시장 진출 전략 연구 및 기업 경영 전략 연구 분석 활동을 진행하는 동아리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지도교수 : 김형태)

•4ICA : 4차 산업 관련 자격증 준비 및 자료 공유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김영식)
•미래를 여는 사람들 :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 멘토링 인턴십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이윤구)
•히든챔피언 : 교내외 공모전 참가, 경영사례 공유 및 토론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김준성)

미니인터뷰
경영학전공 21학번 재학생 (학생회장)

안*원

이*준



엔디컷국제대학

경영학전공 15학번 (21년도 졸업생)


코로나 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강의를 들었지만
학습의 결손을 느끼지 못했다. 타대학의 경영학과와
다르게 다양한 분야에서 경영학을 접목시켜 배워서
이론 수업이지만 지루함은 오히려 적었다고 생각한
다. 특히 교수님들의 자료는 많은 정성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자료에 개념을 포함한 예시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과에서는 다양한 프
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대학의 소속감을 증대시켜주면서 비대면을 하였지
만 대학 생활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느낀다. 대학 생활을 겨우 1년 했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곳이다. 기대가 되는 이유는 우송대학교만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스펙을 향상해주는 부분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
동은 타대학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우송대학교의 디딤돌 역할이란 것을
느낄 수 있다.

철도물류대학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이제석과 같은 광고 천재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으
로 막연하게 마케팅을 배우기 위해 경영학과에 몸을
담았습니다. 무지했던 저는 ‘국제경영학’을 들었던
경영학과 2학년이 되어서야 마케팅이 무엇이고 내
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마케팅을 배우고자 하였지만 결국 어떤 방법으로 접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송대학교 경영학과에
서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과의 교류와 수준 높은 교수님들의 애정이 어린
지도는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
부족한 지식으로 꿈에 대한 확신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과거로부터 탈피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과 그로 인한 설레임
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과 함께 빅데이터, AI, 자연어처
리와 같은 업무는 경영학과에서 다루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융합이 가능
하기 때문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필수적인 요소
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경영학전공에서 진행하는 빅데이터 관련 수
업과 경영학적 고찰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기에 이곳 우송대학교 경영학
전공을 선택한 것은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저에게 최고의 선택이었다
고 생각합니다.

▶ 국내 유수 대기업 출신 전문적 실무 역량을 보유한 교수진의 강의로 아시아 최고의 실무형 융합비즈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니스 인재를 양성합니다.
취업률 및
취업현황

53.8%

2021년 대학정보공시

TIP!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이*현 (22년도 졸업) 코리아써키트
•윤*식 (18년도 졸업) 한샘
•김*찬 (21년도 졸업) 공훈
•김*지 (19년도 졸업) 광주문화재단
•조*현 (19년도 졸업) 현대제철
•황*주 (21년도 졸업) 운산소방전기

호텔외식조리대학

▶ 입시준비

•장*균 (19년도 졸업) 현대하이카
•황*영 (20년도 졸업) 맑은눈안과
•심*의 (20년도 졸업) 세종노무법인
•이*진 (20년도 졸업) 대덕넷
•이*진 (19년도 졸업) 해외취업(일본)
•송*담 (20년도 졸업) 한국공정거래위원회

과 적
· 적

합
성

외국어 및 인문사회계열 교과 · 무역 및 경상계열 교과목 중심

전공관련활동

• 경영·경제동아리 활동 권장
• 봉사활동과 독서활동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4차 산업혁명 및 경영 관련 도서
• 세계경영석학 및 성공적인 CEO의 베스트셀러 도서 / 찰스슈왑, 짐콜린스, 피터드러커, 크리스주커, 샘월튼 등

보건복지대학

• 글로벌 진출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연수 및 해외취업을 위한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학생
• 무역, 금융, 마케팅 등 각 분야의 국제 경영인으로서의 외국어 역량이 우수한 학생
• 목표 달성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실행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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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경영학부
/ 세무·부동산학전공
School of Corporate Management,
Major in tax and real estate

Bring up the Asset Management Experts
for a Happier Life Plan
•Global 시대를 선도하는 자산관리 전문가 양성
•실무 지향적 교육을 통한 실용적인 인재 육성
•다양한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한 최고의 취업률 실현

http://assets.wsu.ac.kr
T. 042-630-9350

학 과 개 요
전문 직업 중 가장 각광받는 분야의 하나로 떠오르는 ‘자산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해, 부동산 관련 자격증
중심의 실무교육과 폭넓은 취업을 위해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 육 목 표
Global 시대를 선도하는 자산관리전문가 양성하기 위하여 실무 지향적 교육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지식의
함양에 노력하고, 외국어능력을 배양하여 다양한 communication기법을 제고하며, 다양한 자격증의 취득을
통하여 전국 최고의 취업률을 실현하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
실무지향형 교육 프로그램
관련자격증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산회
계1급/2급, ERP(인사, 생산,
물류, 회계), 전산세무 1급/2
급등

졸업 후 진로
•세무·회계권 : 세무사, 각
기업의 세무 및 회계팀, 세무
공무원 등
•부동산권 : 부동산신탁회
사, 부동산개발회사, 부동산
중개법인 등
•공통취업권 : 기업 재무관
리 및 회계팀, 부동산관리팀,
개인사무실 개설 운영, 공무
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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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기업연계,
현장인턴십 지원,
현장지향,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활성화

세무 – 대전 세무서 실습

▶

실용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경영학원론, 회계원리1·2, 원가회계, 세법총론, 경제학원론, 민법총론 등

2학년

부가가치세법, 부동산학개론, 소득세법, 재무관리, 중급회계1 등

3학년

상법총론, 법인세법, 중급회계2, 관리회계, 회사법, 부동산세법 등

4학년

부동산금융투자론. 법인세실무, 부동산개발론, 상속·증여세법 등

학과동아리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경제동아리 :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관련 실무지식의 함양 (지도교수 : 원동욱)
•세무회계동아리 : 세무회계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지식 함양 (지도교수 : 손원일)

미니인터뷰
세무·부동산학전공 14학번(화일약품 근무)

세무·부동산학전공 20학번

소＊욱

최＊영





과 적
· 적

합
성

호텔외식조리대학

TIP!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김*영 (15년도 졸업) K-뱅크
•최*민 (18년도 졸업) NH농협은행
•소*욱 (19년도 졸업) 화일약품
•박*서 (19년도 졸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강*이 (18년도 졸업) 국립세종수목원
•김*수 (20년도 졸업) 코레일테크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 입시준비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61.8%

2021년 대학공시기준

•방*진 (19년도 졸업) 종근당
•이*연 (18년도 졸업) 수협
•전*훈 (18년도 졸업) 외 4명 ㈜ 더존
•심*현 (17년도 졸업) SK건설
•김*리 (17년도 졸업) 대전마케팅공사
•서*경 (16년도 졸업) SC제일은행
•정*원 (18년도 졸업) 외 1명 웰컴저축은행

철도물류대학

취업률 및
취업현황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세무·부동산학전공 재학생
최＊영입니다.
저는 대학입학설명회를 통해 이 학교와 학과를 접하
게 되었습니다. 복수전공이 아니더라도 트랙을 통해
부전공처럼 두 가지 전공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매
력적이었습니다. 이후 세무사나 회계사와같은 직업에 관심이 생겼고, 이
직업에 대한 전공지식을 쌓기위해 세무·부동산학전공에 진학하였습니다.
이론과 실무의 경험을 겸비하신 학과 교수님들의 수업을 통해 전공 관련
지식을 충분히 쌓을 수 있었고, 트랙을 통해 IT 지식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비즈니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
과, 대전세무서와의 협약을 통해 매 계절학기 실습의 기회가 주어져 경험
을 쌓을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세무·부동산학전공에서 저는 충분한 전공 지식과 주어지는 수많은 기회들
을 통해 열심히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천천히 밟아가는 이 과
정이 즐겁고 만족스럽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니까요.

엔디컷국제대학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졸업생 소*욱 입니다.
현재 화일약품 재경팀에서 세무, 자금 업무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우송대학교 세무·부동산학전공 지원을 고민하시는
학생분들에게 작은 조언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
깁니다. 21세기는 학벌이나 나이보다 능력 중심의 실무형 인재가 더욱 각
광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재학 기간 중 세무·부동산학전공의 체계적인 교
육 및 지원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동아리 활동
을 하며 실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해외 금융기관 연수 프로그
램과 세무서에서 이론에서 배울 수 없었던 실무현장을 경험하게 되었습
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저는 성장하고 발전하여 제가 목표한 바를 이
루었습니다. 우송대 세무·부동산학전공은 이론과 실무의 경험을 겸비하
신 전문 교수진분들과, 해외 금융기관 연수 프로그램, 은행, 세무서 실습
등 학생 여러분을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인재로 양성하고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잠재적 능력과 자질을 극대화하여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
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큰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송대학교 세무·부동산학전공에서 능력과 소양을 갖춘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여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사회,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 경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
• 정리정돈을 잘 하고 매사에 빈틈이 없는 학생
• 사교성과 협동심이 있는 학생

• 경제신문 구독
• 회계, 세무관련 동아리 및 체험활동 참여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 로버트기요사키 / 황금가지
• 부자들의 음모 / 로버트기요사키 / 흐름출판
•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 / 박경철 / 리더스북
• 부의 미래 / 엘빈토플러 / 창림출판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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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icott
자율융합
학부
/ Endicott자유전공
/ 자기설계전공
School of Endicott
Interdisciplinary Studies

http://global.wsu.ac.kr
T. 042-630-9390

Liberal Arts
•1년 동안 다양한 전공을 탐색한 후 2학년 진급 시 여러 전공 중 자신의 적성과
장래희망에 맞는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Endicott 자유전공과 2학년 진급시 여러
전공영역을 융합하여 자신이 직접 전공을 설계하는 아너스자율전공으로 구성
•고교 성적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목표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전공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력 양성

학 과 개 요
Endicott 자율융합학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인·적성 검사 및 전공탐색
과정을 통해서 향후 본인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부입니다.
•Endicott 자유전공
1년 동안 교양 및 기초과목을 공부한 후 2학년 진급 시 교내의 다양한 학부(과)에 있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Endicott 자율융합학부를 선택하여 입학한 학생은 1년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자신의 적성과
취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학부에서는 직업선호도 검사(흥미검사,
성격검사, 생활사 검사 등)와 MBTI 검사를 통하여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여 자신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설계전공
2학년 진급시 자신이 지도교수의 1:1 자문 아래 자율적으로 여러 전공영역(경영학/기술과학/국제학)을 융합하여
교육과정을 설계 및 이수하는 자율 설계에 기반을 둔 전공입니다

교 육 목 표
•Endicott자유전공 : 자신의 희망과 적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꼭 맞는 전공을 선택
•자기설계전공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수 있는 창의적 융합 역량을 갖춘 글로벌 소프트파워 인재 양성

전공교육과정
졸업 후 진로
•Endicott자유전공 : 2학년
부터 자신이 선택한 전공과
정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
•자기설계전공 : 창의적 소
프트파워 인재를 필요로 하
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직군
임. (지식경영, 기술경영 및
정보 통신 등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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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전공명

전공 교과목

1학년

Endicott자유전공,
자기설계전공

1학기 - 경영학원론 / 컴퓨터활용 / 외국어집중과정1 / 외국어심화과정1
2학기 - 자기이해와전공탐색 / 프레젠테이션스킬과전략 /
외국어집중과정2

2학년

자기설계전공

자기설계 교육과정

3학년

자기설계전공

자기설계 교육과정

4학년

자기설계전공

자기설계 교육과정예술경영전공 교육과정

미니인터뷰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21학번

(21년도 Endicott 자율융합학부 학생회)

(21년도 Endicott 자율융합학부 학생회)

김*윤

홍*현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철도경영학과 21학번


저는 조리사의 꿈을 희망하여 우송대학교 진학을 원
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진로에 대
한 고민을 해볼 시간이 필요했던 저는 여러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Endicott 자율융합학부를 선택했습니다. Endicott 자율
융합학부에서는 조리, 경영, 금융 등 여러 분야의 전공을 배우며 성격검사
를 통해 개개인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진로
방향을 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어집중과정 교과목을
통해 원어민 교수님과 의사소통하며 글로벌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
다. 그리고 Endicott 자율융합학부 학생들은 각자 관심분야가 달라서 팀
플 과제를 할 때 다양한 관점으로 탐구를 할 수 있고 전공배정 후에는 여
러 전공에 친구들이 있어 인맥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관심분야가 같은 학생들과는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서로
도움을 주며 함께 꿈을 이루자는 목표가 생겨 더욱 끈끈해지는 계기가 되
었습니다. Endicott 자율융합학부는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하여 여러 분
야를 탐구해 보고싶거나 더욱 고민이 필요한 학생들이 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엔디컷국제대학
철도물류대학

Endicott 자율융합학부는 나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더 큰 세상을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뿐만 아니라 어떤 진로를 선
택하고, 나아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도 함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진로
에 대해 아직 명확한 목표가 없었던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우
송대학교 Endicott 자율융합학부를 선택했습니다. 이 학부에서 저와 비
슷한 고민을 지닌 친구들 그리고 다양한 목표를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
었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넓어졌습니
다. 또한 다양한 전공들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제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제 자신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은 저에게 전공을 선
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Endicott 자율융합학부는 자
신의 적성에 대해 확인하고 전공과 진로에 대해 탐색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명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직 학과
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우송대학교 Endicott 자율
융합학부에 입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
 ndicott자유전공 선택 시 선택이 가능한 학부(과) 및 전공
Endicott 자유전공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솔브릿지경영학부

엔디컷국제대학
철도물류대학

철도건설시스템학부, 철도경영학과, 물류시스템학과, 철도시스템학부, 철도차량시스템학과, 건축공학과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호텔외식조리대학
보건복지대학

IT융합학부, 테크노미디어융합학부
글로벌조리학부,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영양학부, 호텔관광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뷰티디자인경영학과, 응급구조학과, 소방안전학부, 스포츠건강재활학과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AI·빅데이터학과,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 글로벌융합비즈니스학과, 융합경영학부

휴먼디지인털페이스학부(HADI)

※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보건의료경영학과, 유아교육과 총 5개 학과는 전공배정에서 제외됩니다.(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
학 등)3항에 의하여 교육부의 별도승인이 필요한 학과로는 전공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적으로 인한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 그 여석인원 만큼 전과
를 허락할 수 있다.)

▶ 입시준비

TIP!

학
인

과 적
· 적

합
성

전공관련활동

•지
 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학생
• 사교성과 협동심이 있는 학생
•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심이 있는 학생
• 창의성을 갖춘 학생
• 우송대학교 고교 연계 전공 체험 활동
• 학업 및 직업 세계의 이해, 직업 체험 활동
•복
 지시설, 농어촌 등에서 일손 돕기, 고아원 봉사, 양로원 봉사, 군부대에서의 위문 활동, 재해 구호 활동, 국제 협력과 난민
구호
•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 김미경 / 2020년
• 아주 작은 습관의 힘 / 제임스 클리어 / 2019년
•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 에리카 라인 / 2020년
• 승리하는 습관 : 승률을 높이는 15가지 도구들 / 앨런
스테인 주니어, 존 스턴펠드 / 2020년
• 나는 5년 동안 최고의 도전을 시작했다 / 권현준 / 2020년

보건복지대학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모든 학과로의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이 고려 대상

호텔외식조리대학

전공 관련 교과목

•나
 는 파도에서 넘어지며 인생을 배웠다 / 캐런 리날디 / 2020년
• 생각에 관한 생각 / 대니얼 카너먼 / 2018년
• 절제의 기술 / 스벤 브링크만 / 2020년
• 미움받을 용기 /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 / 2014년
• 빌 게이츠는 왜 과학책을 읽을까 / 유정식 /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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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UIDE BOOK ON
WOOSONG UNIVERSITY

철도물류대학
College of Railroad Transportation

철도•교통•물류분야 전문인력 양성

26

•철도건설시스템학부
- 글로벌철도학과, 철도건설시스템전공, 건축공학전공

•철도경영학과
•물류시스템학과
•철도시스템학부
- 철도전기시스템전공, 철도소프트웨어전공

•철도차량시스템학과

27

철도건설
시스템학부
/ 글로벌철도학과

Cultivating International Railroad Experts
with Global Perspectives
•글로벌 철도 인재 양성
•철도 전문가 양성
•해외로 뻗어나가는 철도시대에 발맞춘 전문가 양성

Department of Railroad
Engineering

http://sira.wsu.ac.kr

학 과 개 요

T. 042-630-9347

현대의 세계 모든 국가가 철도를 가장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대량 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 인시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노반건설, 궤도, 신호, 선로, 차량, 전기,
통신, 시스템, 경영 등의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그 기능을 다할 때 철도시스템의 완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철도는 융합 분야로서 시스템의 학문분야이며 융합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을 현대사회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맞게 철도 융합 전문가 양성 및 글로벌시대에 맞춰 글로벌 철도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과입니다.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하여 영어교육을 강조하여 언어능력이 부족한 누구라도 졸업 시에는
두려움 없이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자격증
제 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철도운송산업기사
철도신호기사
철도차량기사
철도토목기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전기철도기사

교 육 목 표
•철도시스템 분야, 철도 노반 시공 분야, 궤도, 건설BM, 철도운영, 공정관리, 안전관리, 신호 및 운영의
융합으로 철도 관련 분야의 글로벌 고급화 지향
•산학협력기관의 인턴십 교육과정을 통한 실무 중심의 글로벌 인재 육성

전공교육과정
졸업 후 진로
•국영기업체 : 한국철도공
사, 도시철도공기업, 한국철
도공사, 도시철도
•글로벌철도분야 : 해외사
업분야, 해외 다국적 기업,
국내외 기업의 해외진출
•대학원 및 연구원 : 한국철
도기술연구원, 해외자매대
학의 대학원(미국, 호주, 러
시아, 중국, 베트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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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철도시스템 기초, 기초 경영, 철도 용어, 공학수학, 미적분학

2학년

물리학, 전기공학의 기초, 응용 통계, 프로젝트 관리, 전기의 기초

3학년

BIM의 기초, 철도건설공학, 국제물류 및 공급망 관리, 철도전기신호시스템, 인사관리론

4학년

철도제어 및 신호시스템, 건설공정관리, 해외건설프로젝트, 글로벌비즈니스전략,
철도공학의 스마트 기술

학과동아리
•Rail Bad : 철도분야 자격증, 취업에 대한 정보 공유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미니인터뷰
글로벌철도학과 18학번

글로벌철도학과 21학번

배*안

서*협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 매 학기 학과 매거진 ‘ON-TRACK’ 출간
▶2019 학생 철도 창의작품전 금상 (주제: 딥 러닝을 이용한 실시간 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호텔외식조리대학

TIP!

전공 관련 교과목

과 적
· 적

합
성

전공관련활동

영어, 제2외국어, 수학, 물리, 신호, 경영, 교통, 물류 등 복합소재를 포함한 교과목
•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열정이 있는 학생
• 학과진학 후 목표가 뚜렷하고 노력하는 학생
•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학생
• 올바른 대인관계 기술과 리더십을 갖춘 학생
• 철도와 관련된 지식이 많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학생

보건복지대학

학
인

Q. 글로벌철도학과를 다니며 가장 기억에 남은 경험
학기마다 자신이 배웠던 것 중에 발표하고 싶은 부분을 주제로 삼아 자신
만의 발표 자료를 만들고 교수님과 동기들 앞에서 발표했던 학과 행사입니
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공부했던 것을 복습하며 상기시킬 수 있
고, 더욱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한국철도학회주관 2017 학생철도창의공모전 금상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 입시준비

Q.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 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 또
한 영어로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 자신감이 없었지만, 매일 영어로 수업을
듣고, 공부하며 교수님과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었습니다. 또한 철도에 관해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어 더욱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 더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고 열심히 노
력하면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SRRT 동아리 (주제 :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한 고속철도용 에어브레이크 장치)

취업률 및
취업현황

80%


Q. 우리 학과를 특징 및 장점?
우리 학과의 장점은 다양한 교과목을 배우고 접함으
로써 자기 적성과 맞는 공부를 하고 찾아갈 수 있다
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어 외
국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철도물류대학

글로벌철도학과는 국내외 철도 산업에서 요구되는
융합형 철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
목 및 영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영어로 수업을 하며, 동시에 철도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처음 입학하면 영어로 수업
을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1학년부터 영어 기초
부터 배울 수 있는 교양 수업이 잘 편성되어 있어서 전공수업을 듣는데 무
리 없이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외국 교수님들께서 소통을 중요시하기에 학
생분들과 천천히 소통하며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이 도
와주십니다. 이로 인해 자신감 생긴 자신을 보며 한층 더 성장한 자신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 현장 견학이나 현직 철도 분야 직종에
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교내로 초청 특강을 통해 오셔서 관심 있는 취업
정보에 대해 알 수 있고 철도 분야에 대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도록 자리
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철도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해외 취업을 희망하시
는 학생분들은 저희 글로벌철도학과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엔디컷국제대학



• 전공 관련 공모전 참여
•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
• 철도현장 및 기업체 현장견학
• 철도 전문가 초청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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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
시스템학부
/ 철도건설시스템전공
Department of Railroad Civil
System Engineering

http://civil.wsu.ac.kr
T. 042-629-6710

관련자격증
•기사 : 철도토목기사, 토목
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콘
크리트기사, 측량 및 지형공
간 정보기사, 기타
•기술사 : 철도기술사, 토목
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
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
목품질시험기술사, 기타
•철도운전면허 교육기관
지정 기관사자격증 취득

졸업 후 진로
•공무원(대전시, 대전시 도
시철도공사, 중앙정부 및 지
방자치단체 토목직, 환경직
공무원)
•국영기업체(국가철도공
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산업체(건설회사, 설계회
사, 감리회사 등)
•대학원 및 연구소(국내외
대학원, 건설기술 연구원 등
관련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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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Railroad Engineers
Working Towards a Railroad Renaissance
•지역 산학협력 체제 구축
•혁신적 교육시스템
•글로벌 산학협력 체제 구축
학 과 개 요
글로벌 철도시설 인프라 구축을 이끌기 위한, 친환경 철도건설, 해외 철도 시장 개척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첨단 기술을 집약한 차세대 교통수단인 고속철도
건설과 소음, 진동 및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철도건설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철도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 기술을 교육합니다.

교 육 목 표

VISION
아시아 최고의 철도 교육시스템구축

글로컬 철도인프라 전문 인재양성

지역 산학협력 체제 구축
•지역철도 산업체 네트워크 확대
•미니 클러스트 산학협력 시스템
•산업체 주문형 교육 (EOD)

혁신적 교육시스템

글로벌 산학협력 체제 구축

•전공 세분화 교육과정
(CDR 전문가 교육과정)
•글로컬 철도 인프라 전문인재
교육과정 운영(현대건설 해외과정
코스)
•Micro Degree 개설 운영

•우송국제철도센터 설립 및 해외
철도 사업지원
•아시아네트워크 구축
•해외철도연구소 국제협력
해외진출 EOD(현대건설
기술교육원)

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대학수학, 현대철도의 이해, CADD연습, 철도건설시스템개론, 대학물리학,
철도시스템공학

2학년

힘의이해, 건설안전관리, 친환경철도, 물체의변형, 철도용어영문해설, 철도응용측량학,
철도건설재료, 철도안전환경관리, 지능형철도시스템

3학년

철도건설공학, 응용역학, 철도구조물설계, 토질역학, 수자원공학, 콘크리트구조설계,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해외건설영어프리젠테이션, 토질역학, BigData
활용공정관리

4학년

철도시설유지관리, 건설시공학, 건설마케팅, 캡스톤디자인, 철도시설물유지관리,
철도방재학, 국제건설계약해설, 커뮤니케이션 및 협상기법, IT기반 건설관리, 교량설계,
저영향건설기술, IOT기반철도시설관리

학과동아리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E-rail : 4차 산업의 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동아리 (지도 교수 : 어성욱)
•F.O.R : 철도에 대한 기본 전공의 역학을 공부하고 각종 자격증을 대비하는 동아리 (지도 교수 : 이태규)
•글로벌환경동아리 : 환경문제의 주요한 부분인 악취 및 Vocs 지식을 습득하고, 환경기능사 자격증을 대비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박상진)
•철도설계동아리 : 철도교량 및 일반 구조물의 설계 및 구조 지식을 습득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정찬묵)
•8DO BIM : 스마트 건설 핵심기술인 BIM 실무능력 배양과 자격증 및 경진대회를 대비하는 동아리(지도교수 : 신민호)

미니인터뷰
철도건설시스템학부 20학번(2022학년도 철도건설시스템

(20년도 하반기 한국철도공사 최종합격)

학부 철도건설시스템전공 학생회 학생회장)

김＊영

표＊현





다양한 수업과 경험들은 여러 가지 분야로 나아가는 밑거름으로, 남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후회 없는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김*인 (2020년 졸업) 한국철도공사

•이*라 (2020년 졸업) 한국철도공사

•이*영 (2020년 졸업) 한국철도공사

•모*원 (2020년 졸업) 국가철도공단

•최*석 (2020년 졸업) 한국철도공사

•최*석 (2020년 졸업) 한국농어촌공사

•장*찬 (2020년 졸업) 한국철도공사

•박*리 (2020년 졸업) 한국철도공사

•김*영 (2020년 졸업) 한국철도공사

•이*라 (2020년 졸업) 한국철도공사

•최*호 (2021년 졸업) 서울교통공사

•진*호 (2020년 졸업) 한국철도공사

•염*열 (2021년 졸업) 국가철도공단

•박*근 (2020년 졸업) 국가철도공단

•김*현 (2021년 졸업) 한국철도공사

•김*훈 (2020년 졸업) 한국철도공사

•송*헌 (2021년 졸업) 한국철도공사

•이*명 (2020년 졸업) 한국철도공사

•오*웅 (2021년 졸업) 한국철도공사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박*리 (2020년 졸업) 한국철도공사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취업률 및
취업현황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철도건설시스템전공 학생
회장 표＊현입니다. 저는 중학생 시절부터 철도에
대한 꿈을 막연하게 키워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우
송대학교의 철도건설시스템학부를 알게 되었고 학
과 체험 이후 제가 희망하는 꿈과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서 우리 철도건설
시스템학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철도건설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해
오신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며 전공 지식을 쌓고, 학술 경진 대회에서 학생
들 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경쟁해가면서 스스로가 발전하게 되는 시간
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 BIM 전문가 과정, 현대건설 해외과정 코
스 등 철도건설시스템학부의 다양한 교육과정 중에서 내 꿈을 위해 더욱
도움이 될 방안을 스스로 고민하고 고르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나 자신이
번듯하게 설 수 있는, 꿈을 확립할 수 있는 과정과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
다.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 배움의 방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
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철도건설시스템전공 교수님의 배움과
조언을 바탕으로 본인 스스로가 노력한다면 이러한 두려움도 나의 꿈을
위한 도구가 되는 최고의 경험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기
회가 열려있는 철도건설시스템학부 철도건설시스템전공! 앞으로 모두의
학교생활을 응원합니다.

철도물류대학

안녕하세요. 20년도 하반기에 한국철도공사에 입사
한 김*영입니다.
철도건설시스템학부에서는 토목과 관련된 수업은
물론 철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함께 습득할 수 있습니다. 철도건설시
스템학부에서 배운 지식은 업무 수행 측면에서 굉장한 장점이었고, 일찍
이 관련 분야에 대해 알아가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큰 도움
이 되었습니다. 또, 취업에 직결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 전공 수
업과 동아리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70.4%

엔디컷국제대학

철도건설시스템학부 16학번

▶ 입시준비

TIP!

전공 관련 교과목
과 적
· 적

합
성

수학, 물리, 영어 등
•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학생
• 사교성과 협동심이 있는 학생
•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심이 있는 학생

전공관련활동

• 학술조사, 문화재 답사, 국토순례, 해외 문화 체험
• 학업 및 직업 세계의 이해, 직업 체험 활동

• 철도 관련 현장 답사
• 철도박물관 견학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멈추지 않는 도전
• 철도의 미래 2030년의 철도
• 철도 IT 커뮤니케이션 혁명

• 한국 철도의 역사와 발전
• 철도여행의 역사
• 철도 역사를 바꾸다

보건복지대학

학
인

호텔외식조리대학

•한*래 (2020년 졸업)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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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
시스템학부
/ 건축공학전공
Architectural engineering

http://arch.wsu.ac.kr
T. 042-630-9720

관련자격증
•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
사, 건축사예비시험, 도시계획기사, 건
설재료시험기사, 콘크리트기사, 소음진
동기사,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건축
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산업
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축
목공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능사: 전산응용
건축제도기능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철근
기능사
•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
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품질시
험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소방기술
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
사, 소음진동기술사, 건축사

졸업 후 진로
•건설업 : 건설회사, 건축감리전문회
사, 건축자재전문회사, 건축구조설계사
무소, 건축설비설계사무소•건축설계
사무소, 실내건축 사무소, 건축조명설
계사무소 •CM : CM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건설감리 : 엔지니어링감리회
사, 건설감리회사 •리모델링 : 리모델
링 전문 건설회사 •컴퓨터 : 건축 소프
트웨어 전문회사 •공무원 : 건축직, 도
시계획직, 사회복지직 •연구 : 대학원,
KITC, 건설기술연구원, 부속연구원(건
설회사, CM회사, 엔지니어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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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 Your Own Dream
•직접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건축 장인의 양성
•국내 건축 산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실용적
건축인 양성
학 과 개 요
건축공학전공은 건축설계 및 건축설계도를 실제 건물로 만들어가는 전 과정 전반에 걸친 공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분야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건물을 완성하는 건축시공, 건축설계 및 건축시공관리분야, 건물내외
입주자의 쾌적성을 향상시켜주는 건축환경, 건축설비분야, 건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추구하는 건축구조,
건물의 유지관리분야와 리모델링, 해체공법개발분야가 모두 건축공학전공에서 다루어진다. 이외에도
건축견적전문가, 건축공정전문가, VE전문가, 건축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 육 목 표
우송대학교 건축기술자 인재 교육을 위한 목표
창의적 건축기술자 건축 인재 양성

건축 실무와 연관된 건축적
문제 해결 능력을 공부하는
건축기술자 교육

정직하고 올바른 인성을
통한 미래 주역 배출

사회적 요구에 올바른
교육으로 미래
건축기술자 기술인 교육

미래의 건축 기술
발전에 기여 하는 창의적
인재 교육

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건축학개론, 건축설계, 건축구조학, 디지털건축제도, 건축시공학, 스마트시티 이해

2학년

건축계획 및 Detail Drqwing, 건축시공, 건축법규, 건축환경, 건축재료, 건축설비,
건축구조역학실습

3학년

철근콘크리트구조학, 견적실무, BIM, 건축설비, 건설품질시험 실무, 철골구조학,
건축논문연구

4학년

건축실무실습, 현대건축구조, 현대건축사, 디지털건축실무, 동양건축사, 건설산업론,
건축취업전략, 디지털건축실무

학과동아리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디딤돌 : 건축 설계 동아리로써 대내 및 대외 공모전 다수 수상 (지도교수 : 김지훈)
•빌드업 : 건축 설계 및 C.M 동아리로써 대내 및 대외 공모전 다수 수상 (지도교수 : 김지훈)
•EB&E : 건축 시공 동아리로써 자격증 공부 및 시공에 대한 견학 및 실험 (지도교수 : 채영석)
•d.A : 건축디자인 분야로써 대외 공모전 다수 수상 및 프로그램 교육 (지도교수 : 김준열)
미니인터뷰
건축공학과 3학년 재학

박*호


저희 건축공학전공에서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과 학생들은 전통처럼 내려져 오는 문화 같은 것이 있습니
다. 그것은 자격증 취득율이 높다는 것 입니다.
엔디컷국제대학

건축이라는 학문이 전문 자격증을 요구하는 학문인 만큼 3,4학년 때는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보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시간을 쓰기
때문에 1, 2학년 자기개발에 시간을 두고,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3,4학년때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에 전념하여 나아가길 바랍니다. 건축도 처음에는
배우기 힘들어 보이지만 막상 건축이란 학문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만큼 재밌고, 아름다운 학문이구나를 느끼실겁니다. 건축인으로서의 길을 걸어 보심이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고등학생 여러분들께서 대학교 진학이나 다른 길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실 텐데 어떤 길을 가든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길
바라고 항상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철도물류대학

취업률 및
취업현황

74.5%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호텔외식조리대학

TIP!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장*호 (20년 졸업) / 현대엔지니어링
•정*범 (20년 졸업) / 현대건설
•김*엽 (20년 졸업) / 현대건설
•정*완 (20년 졸업) / 현대건설
•김*섭 (20년 졸업) / KR산업
•김*제 (21년 졸업) / 풍림건설
•김*은 (21년 졸업) / 풍림건설
•전*민 (21년 졸업) / KR산업
•김*민 (21년 졸업) / 현대건설
•남*지 (21년 졸업) / 라인건설
•이*연 (22년 졸업) / 풍림산업
•이*환 (22년 졸업) / 풍림산업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 입시준비

•김*수 (15년 졸업) / 롯데건설
•성*수 (17년 졸업) / 삼우구조컨설턴트
•노*동 (18년 졸업) / 삼호건설
•정 * (18년 졸업) / 삼호건설
•임*순 (18년 졸업) / 현대엔지니어링
•정*안 (18년 졸업) / 원건설
•우*현 (18년 졸업) / 제일건설
•공*배 (19년 졸업) / 현대건설
•박*용 (19년 졸업) / 포스코건설
•박*돈 (20년 졸업) / 스마트토건
•강*욱 (20년 졸업) / 스마트토건
•박*환 (20년 졸업) / 현대건설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 2015년도부터 우송대 건축공학전공은 현대건설과 협약을 맺어 <현대건설기업대학>을 운영하
고 있으며 본 과정 수료 후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2020년 현재 13여명이 근무 중
- 대전, 세종, 충남 대한건축학회 시공 경진대회 / 은상 1팀, 특별상 2팀
- 대전 공공디자인 공모전 / 특선 1팀
- 대구 도시디자인 공모전 / 입상 1팀
- 진주 도시공공디자인 공모전 / 입선 1팀

과 적
· 적

합
성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건축미에 호기심을 갖는 학생
• 건축구조에 호기심을 갖는 학생
• 건축의 쾌적성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는 학생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수학, 과학, 기술 등

• 건축공간 구성하기
• 건축물 모형 만들어보기
•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내기
• 건축 사진 찍어보기
• 김석철의 20세기 건축산책 / 김석철 / 2015
• 도시를 그리는 건축가 김석철의 건축 50년 도시 50년 / 김석철 / 2014
• 건축가가 말하는 건축가 / 이상림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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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영
학과
Railroad Management

http://biz.wsu.ac.kr

Training Experts in Railroad Management
•국내외 추세에 맞춰 앞서나가는 전문가 양성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및 철도산업 관련 기업체와 산학협력
•산학협력기관 현장실습(인턴십) 운영
•실무형 철도 교과과정 운영

T. 042-630-9770

학 과 개 요
철도산업(여객/화물, 마케팅, 운수/승무 및 행정 분야)의 전문화된 맞춤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철도산업 관련 기업체와 산학협력 체결 및 실무형 철도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학협력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인턴십)을 운영합니다. 철도경영학과는 ‘
우송디젯철도아카데미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선이수 과목인 ‘철도운전이론’, ‘
전기동차’, ‘철도운전비상조치’를 교육과정에 개설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 육 목 표
•전문화 : 철도산업의 전문화된 맞춤인력 양성, 산학협력기관과의 현장 실습 및 인턴십을 통한 인재 배출
•국제화 : 영어 및 제2외국어의 능력 배양, 해외 자매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다양한 기회 제공
관련자격증
•철 도운송산업기사,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제2종 전
기차량 운전면허 등 철도
관련 자격증
•TOEIC, TOEIC Speaking,
HSK, JLPT 등 어학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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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현대철도의 이해, 경영학원론, 철도기초통계, 대중교통론, 경영전략론, 철도경영통계,
철도경영세미나

졸업 후 진로

2학년

마케팅원론, 도시철도시스템, 철도역사의이해, 철도서비스매너, 철도경영전략,
회계원리, 철도경영론, 철도마케팅의 이해, 철도시스템운영실무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
사, 한국철도공사, 김포골드
라인, 공항철도, 대구도시철
도공사 등 철도관련 기업

3학년

철도정책론, 철도안전법, 철도경영분석, 고객관리(CRM), 졸업과제연구, 해외철도론,
철도여객운송론, 열차운행관리, 철도화물물류론

4학년

철도산업동향분석, 철도실무영어, 비즈니스협상 및 계약, 공기업경영론,
철도실무프로젝트, 철도경영연습, 철도마케팅연습, 철도운영사례연구

학과동아리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BBT : 학과생들과 친목을 다지며 봉사 활동을 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이진선)
•WRR : 철도에 대해 탐구 및 연구, 공모전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이용상)
•IMCG : 마케팅에 관한 지식과 경영 전반에 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등의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김홍기)
•SMART : 취업에 관련된 자격증과 경영•경제 관련 스터디 그룹 운영, 공모전 참여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김문홍)
미니인터뷰
철도경영학과 14학번 (코레일 합격)

철도경영학과 16학번 (서울교통공사 합격)

이*윤

박*





TIP!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이*욱 외 7명 / 인천교통공사
•김*록 외 4명 / 부산교통공사
•백*우 외 1명 / 코레일 관광개발
•윤*중 / 김포골드라인
•안*진 / 한국교통연구원
•최*주 / 해운대블루라인
•김*수 / 포스코

호텔외식조리대학

▶ 입시준비

•서*우 외 12명 / 서울교통공사
•서*교 외 3명 / 대구교통공사
•장*희 / 의정부경전철
•김 * 외 3명 / 신분당선
•박*호 외 2명 / 공항철도
•김 * / 코레일 네트웍스
•최*나 / 다원시스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 명단
- 최근 2년간 철도분야 취업현황
•이*윤 외 34명 / 코레일
•최*은 외 1명 / 대전도시철도공사
•김*기 / 국가철도공단
•김*영 외 1명 / 코레일로지스
•이*진 / 서울9호선
•박*민 / 철도경제신문
•홍*훈 / 우진산전

▶ 공모전 수상 사례
2020학생 철도 창의작품전 은상 수상(20학번 김명호,김세영,권석준,김나연,유가현)
‘2021 학생 철도 창의 작품전’ 은상 수상! (21학번 이영택, 송혜린, 박세준, 박지열, 이다빈, 박지희)
국토교통부 주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
- 행복한 철도만들기 국민제안 공모전 은상 수상! (09학번 김중선, 09학번 문기동, 11학번 김강민)
제 5기 코레일 명예기자단 합격
- (12학번 김원빈)
국토교통부 주관
- 철도서비스 시민평가단 활동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 수상
한국철도시설공단 주최
- 대국민 철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금상 (18번 김현수)
- 대국민 철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은상 (18번 이찬주)
국가철도공단 주관
- ‘2021 역 편의정보 공공데이터 홍보 UCC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20학번 김나연 / 21학번 김소현, 김혜주, 이선우, 전유진, 최재민)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57%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 학과 우수사례
2020 동아리 경진대회 (BBT)
2020 철도경영학과 주체 공모전(BBT)
2019 우
 송대학교 UCC콘테스트 “우리학과의
모든 것” 장려상(SMART)
2019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금상(19학번 권혁철)
2017 KR 가디언즈 장려상(WRR)
2017 철도경영학과 학술제 최우수(WRR)
2016 동아리 경진대회 독행상(BBT)
2015 기업연구동아리 경진대회 독행상(WRR)
2015 동아리 공모전 경진대회 2위(SMART)
2015 철도상품 경진대회 입상(IMCG)

철도물류대학

취업률 및
취업현황

철도경영학과는 철도에 관한 사무, 마케팅, 운송, 신
호, 궤도 등 폭넓은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타
학과와 차별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내
가 경상 계열에 관심이 있다’라면 철도경영학 쪽을, ‘
내가 철도 승무 쪽에 관심이 있다’라면 운전실무학
쪽으로 수업을 선택하는 등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따라 세부 과
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깊은 실무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추신 교
수님들과의 동아리활동, 학술제와 공모전 참여, 관련 기업 견학 및 실습을
통해 나의 능력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철도
관련 자격증 취득과 연계된 수업으로 학업과 동시에 자격증 취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진로 결정에는 넓은 견문을 가지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철도경영학과에 입학했고, 그
로인해 긍정적이고 유익한 학과 생활을 하면서 목표한 진로를 막힘없이
달성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엔디컷국제대학

산업의 고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직무의 전문
성을 요구하는 전문화된 사회 속에서 우송대학교 철
도경영학과는 전문화된 인재 양성에 강점을 갖고 있
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철도경영학과는 경영뿐만
아니라 철도와 관련한 운전, 토목, 수송, 그리고 유
통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폭넓게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교수님들을 통해 체계적
인 직무 관련 지식과 경험들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및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특강반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차별화된 강점을 갖출 수 있
습니다. 덕분에 높은 취업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곳에서 이미 전문
인으로서 활동하고 계신 졸업생분들을 통해 취업에 관련한 정보뿐만 아
니라 다양한 현장 경험들과 지식들을 얻을 수 있어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철도경영학과는 열심히 하고자 하
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꿈을 키우고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며 전문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과 적
· 적

합
성

인문사회계열 교과, 학과 특성상 인문계열 교과목 위주로 공부 등
• 공기업과 철도 직종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
• 대중교통 운영 기관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성을 함양한 학생
•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학생
• 철도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
• 철도 관련 프로그램 체험학습 및 공모전 참여
• 공공시설 관련 지속적인 봉사
• 철도 관련 박람회 견학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교통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 홍갑선 (2007년)
• 대중교통 경제론 / 원제무 (2001년)
• 교통계획의 이해 / 대한교통학회 교통계획위원회 (2005년)
• 꿈의 실현 고속철도 시대를 열다 /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년)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 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 / 박천홍 (2003년)
• 21세기는 철도 전성시대 / 김용삼 (2009년)
• 한국철도의 역사와 발전 / 이용상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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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스템
학과

Training Experts in Transport and Logistics
•국내 최고 수준의 물류 전문 인력 양성
•국제화 교육을 통한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Department of Logistics System

http://trans.wsu.ac.kr
T. 042-630-9330

학 과 개 요
최근 첨단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스마트 물류시장의 도래와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물류
시스템의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물류 배송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 물류 시스템의 이해, 설계, 분석 및 최적화와 관련한 실무역량을 다룸으로써 체계적으로 학습한
물류 전문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교 육 목 표

관련자격증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CPIM(국제공인 생산 및 재
고관리 전문가), 국제물류관
리사, 전산회계, ERP, 무역
영어, 철도차량운전면허, 철
도운송산업기사 등

졸업 후 진로
•쿠팡, CJ대한통운, 롯데로
지스틱스, GS리테일, 아워
홈, 홈플러스, 한진, KG로지
스, 로지스올, 에르메스로지
스, SCM공압, 미미박스, 미
팩토리, 코레일로지스등 물
류관련기업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
공사 등 철도관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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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시스템 설계, 분석 등의 역량을 갖춘 물류 시스템 전문가 양성
•물류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IT, 제2외국어 등을 통한 글로벌 역량 및 IT 역량 강화
•물류자동화, 네트워크 설계, 시뮬레이션, 3D 물류 설계 등 물류실무에서 요구하는 핵심 첨단 물류 지식의
체계화

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물류론의 이해, 현대철도의 이해, SCM의 이해, 운송론의 이해, 교통시스템론, 물류정보시스템

2학년

화물운송론, 경영과학, 물류관리론, ERP관리, 보관하역론, 물류데이터분석, 철도운송론

3학년

물류법규, 물류시뮬레이션, 물류조사방법론, 국제물류론, 물류사례연구,
물류시스템설계, 물류회계

4학년

물류정책론, 복합운송론, 물류영어, 물류의사결정론, CareerWork, 물류실무,
물류마케팅론

학과동아리
 류 관련 자격증 시험 대비, 물류기업탐방, 대내외 공모전 및 경진대회 참가, 모의면접 등의 활동
•C.L.M(The Center of Logistics Management) : 물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동아리 (지도 교수 : 정병현)

미니인터뷰
물류시스템학과 18학번

물류시스템학과 20학번

최* 근

정*경





•오*규 (20년도 졸업) 대전도시공사
•정*호 (20년도 졸업) 농협물류진
•이*영 (20년도 졸업) 공항철도
•황*동 (20년도 졸업) 한국철도공사
•김*진 (20년도 졸업) 쿠팡
•강*주 (21년도 졸업) 코레일 로직스

TIP!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박*준 (19년도 졸업) 로지스올
•양*모 (19년도 졸업) CJ대한통운
•윤*경 (19년도 졸업) 동원
•조*행 (19년도 졸업) 롯데글로벌로지스틱스
•임*묵 (19년도 졸업) ISC
•박*우 (19년도 졸업) 한국미니스톱주식회사

호텔외식조리대학

▶ 입시준비

▶ 공모전 수상사례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KPCA)주최,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KPCA),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한국 파렛트 컨테이너 협회(KPCA)주관
- 제8회 글로벌 유닛로드 창의성 공모전 대상 (16학번 이*협, 19학번 김*영 )
- 제8회 글로벌 유닛로드 창의성 공모전 장려상 (20학번 오*, 20학번 김*영 )
- 제8회 글로벌 유닛로드 창의성 공모전 창의상 (17학번 안*태, 19학번 심*환, 19학번 김*주 19학번 왕*명 )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68.8%

철도물류대학

취업률 및
취업현황

안녕하세요. 물류시스템학과 20학번 정*경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 항구에 체험학습을 간 적이 있
습니다. 아주 많은 컨테이너와 화물의 운송하는 과
정을 보고 막연히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물류시스
템학과로 입학하였습니다. 철도물류대학으로 물류뿐만 아니라 철도에 대
해서 기초지식을 쌓으면서 물류와 철도의 연계성을 흥미롭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철도, 도로, 해운, 항공 등의 운송수단에 대해서 공
부하게 되어 미래에 취업을 할 때에도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
다. 이렇게 물류시스템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물류에 대한 흥미가 커지
면서 물류전문가가 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학과 동아리를 통해서 여러 공모전을 경험하고 학술제를 통해서 물류기
업의 사례와 물류 분야 응용, 물류 이슈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서 지식과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류시스템학과에서 남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생 때 제가 멋있다
고 생각했던 항구 물류 현장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엔디컷국제대학

안녕하세요 물류시스템학과 18학번 최*근입니다.
요즘 그런말들을 합니다 “기술 하나만 잘 배우면 돈
잘 벌면서 살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꿈을 포기하고
기술 하나로 정해진 일을 하며 살기에는 아직 젊습
니다. 아직 꿈 꿀 수 있고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물류시스템학과는 단지 물류 하나만을 배우는 것이 아닌 물류와 철도 두
가지를 배움으로써 배움의 폭, 진로와 목표 설정을 넓게 잡을 수가 있습니
다. 먼저 저희 물류시스템학과는 물류에 대한 자격증 물류관리사, 유통관
리사 등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과 동아리를 통해 여러 물류 공모
전을 준비하여 열심히 준비한 결과물을 뽐내어 공모전에 입상할 수 있습
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여러 공모전에 입상을 하게 되면 현대글
로비스, 쿠팡, cj대한통운 등 대기업에 입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물류시스템학과는 물류만 배우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없어서는 안될
철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철도에 대한 지식을 쌓고 또 쌓은 지식으
로 하여 철도에 관한 자격증 또한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물류시스템
학과는 철도 단과대학에 속해있어 디젯아카데미에 입교하여 그에 맞는
자격증 또한 취득할 수 하여 기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물류도 궁금
한데 철도도 관심이 있다. 아니면 철도에 관심이 있는데 물류도 배워보고
싶다 이 물류시스템학과에서 모두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격
증! 다양한 기회! 모두 가져가서 꿈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 적
· 적

합
성

영어, 수학, 경제, 경제지리, 제2외국어 등
• 매사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학생
•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학생
• 물류 관련 기업 견학
• 물류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여
• 물류 관련 박람회 견학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FedEx를 해체하는 이들의 돈버는 물류이야기 유니콘 꿈꾸는 물류 괴짜들 / 엄지용,김정현,임예리 / 2017
• 미친 SCM이 성공한다 / 2014
• 걸프전에서의 리더십과 군수지원에 대한 교훈 Moving Mountains / 윌리암 거스 파고니스 / 2008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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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스템
학부

Providing Quality Education with Practical Skills
•KORAIL(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약에 의한 주문형 교육
•해외 교통대학과 공동학위 프로그램 및 철도기관 현장 인턴십

/ 철도전기시스템전공
Department of Railroad Electrical
System Engineering

http://railsignal.wsu.ac.kr
T. 042-630-9700

학 과 개 요
철도시스템학부 철도전기시스템전공은 철도의 고속화, 자동화를 추구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전기철도·
신호제어·철도통신분야의 기초 및 전문 지식을 함양하고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중견 기술인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철도산업 분야의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철도전기시스템학과는
이론교육과 실험실습을 통해 실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1인 1개 특기 개발, 맞춤형
인재 양성, 기업 주문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자격증

교 육 목 표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
기철도기사, 철도신호기사,
정보통신기사, 철도차량(기
관사) 운전면허, 철도안전기
술(초급)

•전기철도 분야 인재 양성
•철도 신호 분야 인재 양성
•철도 통신 분야 인재 양성
•철도차량 운전 분야 인재 양성
•철도 안전 분야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공무원 : 대전시 등 지방공
•
무원 또는 국가공무원
•국영기업체 : KORAIL(한
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
공단, 전국 각 지하철 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철도
운전 기관사
•사설 철도운영 기관 : 공항
철도, 경전철 및 자기부상열
차 운영 회사
•철도전기 분야 : 설계회사,
감리회사, 시공회사, 전기철
도 및 주변기기 제조업체, 통
신서비스 업체
•대학원 및 연구소 : 국내외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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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일반물리학1·2, 대학수학1·2, 현대철도의이해, 프로그래밍언어, 디지털시스템,University
Physics1·2,University Mathmatics1·2

2학년

회로이론1·2, 전기자기학, 전자기학, NB-IOT센서 코딩, 전기철도구조물공학,Circuit
Theory1·2

3학년

철도신호공학1, 전자회로, 전자회로실험, 전력공학, 제어공학, 전기기기, Power
Engineering, Control System

4학년

고속전철시스템, 급전시스템 영상진단기술, 지능형열차제어, 철도디지털통신,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철도변전시스템, CAD실습, Capstone Design

학과동아리
•RELC : 철도전기 관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100% 취득과 꿈의 기업에 100% 취업을 목표하는 동아리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지도교수 : 김성철)

•ICASIC : 하
 드웨어 설계의 기본 개념과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하여 철도시설물이나 생활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제작함으로써 취업 역량을 높이는
동아리 (지도교수 : 서기범)

미니인터뷰
철도전기시스템학과 14학번

철도전기시스템학과 18학번

유*민

김*준





호텔외식조리대학

TIP!

전공 관련 교과목
과 적
· 적

합
성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이공계열 기초 교과목 등
• 철도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은 학생
•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
•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학생

전공관련활동

• 철도 관련 창의설계 경진대회 참여
• 철도 관련 체험학습 참여
• 철도 관련 박람회, 박물관 견학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철도 및 전기 전자 이론 도서 읽기 권장

보건복지대학

학
인

•김*용 (19년도 졸업) 한국철도공사
•권*준 (19년도 졸업) 한국철도공사
•도*현 (19년도 졸업) 한국철도공사
•조*인 (19년도 졸업) 한국철도공사
•고*휘 (19년도 졸업)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조*현 (19년도 졸업)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홍*원 (19년도 졸업) 대구도시철도공사
•김*우 (20년도 졸업) 한국전력공사
•우*훈 (20년도 졸업) 한국전력공사
•문*현 (20년도 졸업) 한국철도공사
•장*환 (20년도 졸업) 서울교통공사
•최*욱 (20년도 졸업) 인천교통공사
•민*희 (20년도 졸업)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박*정 (20년도 졸업)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정*화 (20년도 졸업)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이*수 (21년도 졸업) 대구도시철도공사
•정*환 (21년도 졸업) 서울교통공사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 입시준비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60%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이*규 (17년도 졸업) 한국철도시설공단
•이*관 (17년도 졸업) 서울교통공사
•이*동 (17년도 졸업) 서울교통공사
•황*빈 (17년도 졸업) 서울교통공사
•신*현 (17년도 졸업) 서울교통공사
•한*주 (17년도 졸업) 서울교통공사
•이*원 (17년도 졸업)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위*철 (18년도 졸업) 한국전력공사
•오*강 (18년도 졸업) 한국철도공사
•송*현 (18년도 졸업) 한국철도공사
•김*은 (18년도 졸업) 서울교통공사
•이*열 (18년도 졸업)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박*신 (18년도 졸업)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성*식 (18년도 졸업) 부산교통공사
•김*성 (19년도 졸업) 한국교통안전공단
•박*현 (19년도 졸업) 한국철도공사
•김*우 (19년도 졸업) 한국철도공사

철도물류대학

취업률 및
취업현황

철도전기시스템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철도와 전기분
야를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생은 넓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 점으로 파고들며 자신의 전공 분
야를 심도 있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도
와 전기와 신호 이 세 가지를 배우며 철도전기시스템학
과 학생들이 확실한 색깔이 입혀진다고 생각합니다. 본과학생들은 철도 분야와
전기분야를 함께 배우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본 학과 학생들에게 큰 메리트
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철도전기시스템학과는 철도 전기 신호 통신 등의 전공
분야를 배워 철도 분야의 인재가 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교내동아리를 통해 선후배 간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며 스터디그룹도 만들
수 있고 매년 열리는 공모전에 참가하여 다양한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
한 경험과 교류를 통해 선배들을 통해 전공 분야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다양한 자격증 및 취업 정보들을 들음과 동시에 공모전을 준비하며 자신
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하면서 시
행착오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교내동
아리에서는 학술제, 철도학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
수님들의 도움과 선배들의 도움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철도 분야에
서 인재로 성장하여 미래 철도 분야를 이끄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엔디컷국제대학

제가 철도전기시스템학과에 지원했던 가장 큰 이유
는 철도산업의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철도라는 국제적인 산업시장에서 협응할 수 있고 기
여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배움터가 되기에 본 학과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차별화된 교육시스
템, 눈높이 형식의 이론교육과 철도 실무 실습장과 체험학습을 통한 실기
교육에 특화되어 있으며 개인에 따라 해외연수를 갈 수도 있고 디젯 아카
데미에 입학하여 전문 실무를 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내 동아리를 통
해 선후배간 협력하여 스터디 그룹을 만들 수 있고 해마다 열리는 공모전
에 참가하여 경험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학과 교수님들은 양질의 수업 뿐
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본교에서 주최하는 취
업 박람회, 공사기업 세미나 등은 장래 취업에 관하여 큰 도움을 줄 수 있
습니다. 현재까지도 매년 상당수의 학과 학생들이 철도 공사기업에 취업
하고 있으며 이것은 개인이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 원하는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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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스템
학부

Intelligent railroad Engineer Train 4th Industry generation
•철도기술과 4차산업형 신기술 융합을 통한 지능형 철도 기술인 양성
•국내 최고 수준의 철도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 철도소프트웨어전공
Railway software major in the
Department of Railroad Electrical
Systems

http://railwaysoftware.wsu.ac.kr
T. 042-630-9700

관련자격증
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
사, 전기철도기사, 철도신호
기사, 정보통신기사, 철도차
량(기관사)운전면허증, 철도
안전전문기술(초급)

졸업 후 진로
 공무원 - 대전시 등 지방공
•
무원 또는 국가공무원
•국영기업체 - 한국철도시
설공단, 한국철도공사
(KORAIL), 각 지하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철도열차운전 기관사
사설 철도운영기관 공항철
도, 경전철 및 자기부상열차
운영회사
•철도전기분야 - 설계회사,
감리회사, 시공회사, 재료제
작회사
•정보통신분야 - 회로설계
응용업체, 전자부품업체, 컴
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체,
통신서비스업체
•대학원 및 연구소 - 국내외
대학원, 한국전자통신연구
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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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개 요
철도시스템학부 철도소프트웨어전공은 IoT를 통한 초연결 및 이를 통해 확보된 Big-Data와 AI기술의 융합이
가속화 되고 이에 맞춰 철도 부분 역시 무인화와 IoT를 이용한 Risk관리 강화, 도시철도 역할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 철도기술에 4차산업형 신기술인 IoT, BigData, AI 기술의 융합을 통한 지능형 철도 구축에
필요한 기술인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교 육 목 표
철도전문 지식 및 기술 함양과 더불어 IoT, 지능형 열차제어, BigData 기술융합 등을 고려한 유능하고
창의적인 전문인재양성
•전기 철도 분야 인재 양성
•철도 신호 분야 인재 양성
•철도 통신 분야 인재 양성
•철도 차량 운전 분야 인재 양성
•철도 안전 분야 인재 양성
•철도 s/w 분야 인재 양성

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일반물리학1·2, 대학수학1·2, 현대철도의이해, 프로그래밍언어, 소프트웨어공학

2학년

전자공학1·2, 디지털논리, 지능형철도시스템, 전기철도공학, 철도IoT코딩

3학년

철도신호공학1, 철도빅데이터분석, 제어공학, 철도데이터통신,객체지향언어1·2

4학년

철도SCADA제어알고리즘, 철도SCADA제어알고리즘제어프로그램실습, 지능형열차제어,
철도인프라정보관리구조론, 철도인프라정보관리프로그램실습, 급전시스템영상진단기술,
Capstone Design, 열차자율주행제어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엔디컷국제대학
철도물류대학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 전공비전
철도기술과 4차산업형 신기술 융합을 통한 지능형 철도 기술인 양성,
지능형 4차산업 혁신선도 대학 선정

▶ 입시준비

통신

TIP!

과 적
· 적

합
성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이공계열 기초 교과목 등

호텔외식조리대학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SCADA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CTC

• 철도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은 학생
•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
•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학생

• 철도 관련 창의설계 경진대회 참여
• 철도 관련 체험학습 참여
• 철도 관련 박람회, 박물관 견학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철도 및 전기 전자 이론 도서 읽기 권장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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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시스템학과
Railway Vehicle System
Engineering

http://rail.wsu.ac.kr
T. 042-629-6780

관련자격증
•철도분야
철도차량기사, 철도차량운
전면허, 철도관제사, 철도신
호기사, 전기철도기사
•기계분야
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메
카트로닉스기사, 전산응용
설계기사, 산업안전기사

졸업 후 진로
 공무원 및 공기업 : 한국철
•
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 운영 기관
•각 도시의 경전철 운영 기
관 : 운전, 관제, 차량 유지
보수, 차량 설계 등의 다양한
분야
•철도 관련 사업체 : ㈜현대
로템, ㈜우진산전 등 철도차
량 및 부품 제작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구소 : 한국 철도기술 연
구원, 기계연구원, 국방과학
연구소, ㈜현대로템 등 대기
업 및 중소기업의 관련 연구
소
•기타 : 대학원 진학 및 유
학(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자매대학), 해외 대학2+2
복수학위제도 및 연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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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way Vehicle Engineers Leading the Renovation
of Whole Railway System in the 21C
•철도 기관사 운전면허 및 관제사 교육훈련 기관 지정 (국내 대학 최초)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 운영 기관 및 철도차량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실무적 교육
•철도차량 전공과 철도차량 운전 전공, 차량시스템 안전 전공, 철도시스템 전공의 맞춤식 교육
•현대건설 및 인재개발원과 MOU 협약
•해외 취업 프로그램 운영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 대학 지정
학 과 개 요
21세기 친환경 저탄소 녹색 교통수단인 철도차량 및 관련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철도는
지구온난화의 문제로 고민하는 인류에게 새로운 선택을 가능케 하는 교통수단으로써 그 중요성이 날로 배가하
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철도 르네상스의 시대를 맞이하여 철도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철도
산업의 중심에 철도차량이 있습니다. 나날이 가속화되는 고속철도는 물론이고 자기부상열차, 경전철 등의 새
로운 개념 및 기술이 유입됨으로써 철도차량 엔지니어의 수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철도차
량시스템학과에서는 ‘우송디젯아카데미 제2종전기차량 운전면허’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선이수 과목으
로 ‘철도안전법, 철도운전비상조치, 전기동차, 철도운전이론, 도시철도시스템일반’을 교육과정에 개설하였습
니다.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세계 4번째)한 한국형 고속전철과 함께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 철도 분야의 차세
대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교 육 목 표
•철도산업(차량 설계 및 유지 보수, 운수/승무) 분야의 전문화된 맞춤 인력 양성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철도산업 관련 기업체와 산학협력 체결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실무형 철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인재 양성
•산학협력기관 현장실습(인턴십) 운영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SW기초심화, 현대철도의 이해, 지능형철도시스템, 대학수학, 대학물리학, 정역학, 열역학 등

2학년

철도차량공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CAD 등

3학년

철도차량요소설계, 차량동역학, 철도차량유공압, 차량전기공학, 차량제어공학 등

4학년

철도차량신뢰성관리, 철도관제시스템, 철도안전공학, 계측공학, 내연기관, 전산응용설계 등

학과동아리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RailTech : 철도 공모전 참여, 철도 전공학습, 취업동아리 (지도교수 : 강부병)
•그 외 스포츠 관련 및 개인 취미를 위한 동아리 운영
미니인터뷰
철도차량시스템학과 15학번 (코레일 승무직 최종합격)

철도차량시스템학과 13학번 (코레일 차량직 최종합격)

전*호

심*구





철도물류대학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고 싶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입니다.
경쟁력 있는 철도인을 양성하고자 철도차량의 기본이 되는 기초물리, 수
학을 시작으로 여러 부류의 역학, 차량시스템, 관제시스템, 신교통시스템
등을 순차적으로 교육하여 철도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
께서 현직에 근무하며 겪으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해 주시기 때문에
흥미로운 강의와 동시에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취업 후 현장
업무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송대학교 우송디젯철도아카데미입니다.
국내 대학 중 최초로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되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철도 기관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송디젯철도아카데미에
서는 FTS, PTS 시뮬레이션 실습실, 전기동차 실습실을 보유하고 있어 실
제 면허시험 현장과 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송대학교 철도차량시스템학과에 입학하면 일반인 전형과는 다르게 기
관사 면허와 관련된 과목을 미리 공부하고 재학생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어 우송대학교 재학생 전형으로 우송디젯아카데미에 합격
하였고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도차량시스템학과의 장점을 통해 코레일 기관사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있는 교육으로 준비된, 더 나아갈 철도
인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우송대학교 철도차량시스템학과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송대 철도차량시스템학과 13학번 졸
업생 심*구입니다.
저는 한국철도공사 2020년 하반기 차량직 공개채
용에 합격하여서 차량관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근무 중에 느꼈던 우송대 철도차량시스템학과
의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무 지향적인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차량직으로 근무해 본 결과 현장에서는 기계공학적인 부
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계공학이 주 교육과정인 철도차
량시스템학과는 공학을 단순히 알려주는 것이 아닌 철도차량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심층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차량시스템학과
는 철도차량 설계 및 제작 그리고 유지보수 엔지니어가 꿈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철도 관련 다양한 대외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철도 관련 전공분야의 다양한 부분을 여러 대외 활동으로 경험할 수 있었
습니다. 특히 철도학술동아리에 가입하여서 여러 철도관련 시설과 현장
을 직접 방문하여 학과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
습니다. 그리고 여러 철도 관련 공모전에 참가하였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러한 경험이 취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취업을 해서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철도전기, 토목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트랙과목을 통해서 관련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철도 산업 현장 곳곳에 많은 선배와 후배가 있어 철도 업계 안에
서 네트워크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도 산업 곳곳에 많은 학과 선배 동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통해서 취업 전에 여러 회사에 대한 취업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
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업무에도 큰 도
움이 되고 있습니다.
철도에 대한 꿈이 있다면 철도차량시스템학과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
다.

엔디컷국제대학

안녕하세요. 철도차량시스템학과 20년도 학생회
전*호입니다.
철도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철도차량시스템학과의 장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 최근 3년간 취업현황
취업률 및
취업현황

63.5%

▶ 입시준비

TIP!

전공 관련 교과목

과 적
· 적

합
성

수학, 물리 기초 등 이공계열 기초 교과목
• 철도 관련 분야 관심과 열정이 많은 학생
• 철도 관련 과학 기술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을 갖춘 학생
• 대국민 공공서비스 종사를 위한 준비된 인성을 함양한 학생
•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학생

전공관련활동

• 철도 관련 프로그램 체험학습 및 공모전 참여
• 철도 관련 박람회 견학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철도 및 공학 관련 도서 및 통섭적 역량 개발을 위한 인문학 도서

보건복지대학

학
인

호텔외식조리대학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박*원 (21년도 졸업)외 32명/코레일
•정*비 (21년도 졸업)외 20명/서울교통공사
•김*형 (21년도 졸업)외 8명/인천교통공사
•김*훈 (20년도 졸업)외 6명/부산교통공사
•김*광 (20년도 졸업)외 8명/공항철도
•강*준 (21년도 졸업)외 9명/그 외 도시철도 및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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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UIDE BOOK ON
WOOSONG UNIVERSITY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College of Software Convergence

“창조산업시대” 창의적 융합 프로젝트 수행 인재 양성
차세대 게임전문 교육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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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노미디어융합학부
-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게임멀티미디어전공, 미디어디자인·영상전공
• IT융합학부
- 컴퓨터정보·보안전공,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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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미디어
융합학부
/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Global Media and
Communication Arts

http://sima.wsu.ac.kr
T. 042-630-9346

Cultivate Creative Media Professionals
Leading the Global Media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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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제작
학 과 개 요
글로벌 미디어 산업을 주도할 창조적 전문 인재를 양성합니다. 차세대 글로벌미디어 산업을 이끌어 갈 창조적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 지구적 디지털 융합시대에 발맞춘 미디어 영상과 글로벌 한류 콘텐츠 연출,
프로듀싱, 퍼포먼스와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는 인문학적
상상력, 문화 예술적 감성, 첨단의 디지털 기술과 글로벌 역량을 창의적으로 융합 및 발전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전 지구적 미디어 환경에 필요한 어학능력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
글로벌 문화와 글로벌 한류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기획, 퍼포먼스, 비즈니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지식과 실무 능력을 기릅니다.

교 육 목 표
관련자격증
디지털영상편집자격증(한국
정보통신진흥협회), 컴퓨터그
래픽스운용기능사, 웹디자인
기능사, 멀티미디어콘텐츠 제
작 전문가

졸업 후 진로
글로벌 미디어영상 특화 분야
진출(방송, 영상, 뉴미디어 분
야 국내외 취업 및 글로벌 독
립 프로듀서, 저널리스트, 디
렉터, 아티스트 양성), 기타 국
내외 미디어 제작 현장, 산업
계, 전 세계 한류 전문가, 미디
어 플래너, 미디어 창업자, 글
로벌 미디어 비즈니스 전문가,
온라인 저널리즘, 엔터테인먼
트, 영화 및 공연 예술 현장, 갤
러리와 박물관 등 진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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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주도할 영상 전문가 양성
- 예술, 기술, 학문을 통섭하는 새로운 미디어 영상 산업에 대한 이해
- 글로벌 영상 및 글로벌 한류 콘텐츠의 최근 트랜드 학습
- 디지털 미디어, 글로벌 문화 그리고 문화 기술이 융합된 창조적 영상 콘텐츠 연출, 제작

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학사입문학, 영상제작 기초, 포토샵 & 일러스트레이터, 촬영 후 작업 기초, 시각적
스토리텔링

2학년

영상미학론, 한류의 이해, 연출을 위한 연기수업, 촬영 후 작업워크샵, 미디어와 문화론,
디지털 뉴스룸 실습

3학년

드라마 제작, 소셜미디어와 빅데이터 분석, 케이팝 콘텐츠 제작, 글로벌 문화 산업, 마스터
클래스, 스튜디오 컨텐츠 제작

4학년

졸업 전시회, 상급 프로젝트 워크샵, 인터랙티브 미디어 프로그래밍1·2, 케이팝 사운드
디자인, 멀티미디어 아트, 자율학습, 미디어 비즈니스와 창업

학과동아리
•영스튜디오 : Youtube와 팟캐스트를 기반으로 크리에이터 방송활동을 하는 동아리(지도교수: 박성우)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미니인터뷰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18학번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20학번

신*호

임*정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을 하던 중에 가장 먼저 생각이 난 것이 영상이
었습니다. 학교별로 학과의 특성을 찾아보던 중에
우송대학교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는 글로벌 역량
을 중시하여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는 점과
영상뿐만이 아닌 미디어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업 진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글로벌미디어
영상학과에 입학하여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수업, 실습수업을 통
해 실전에 필요한 능력을 길러 방송인으로서 한 단계 더 거듭나게 되었습
니다. 저희 학과는 글로벌특성화학과이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대비해 충
분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4년간 모든 전공수업과 교양수업이 영
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학과답게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수업
을 들으며 정해진 문화에 틀에 박혀 있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수
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져서 많이들 힘들겠다
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부족한 영어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 수업진
행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공 특성상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필
요하고, 팀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협동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취업을 위해 공모전과 동아리 활동이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에는 SIMA PRODUCTION 와 SIMA
CREW 가 있습니다. 학과에서 진행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마음이 맞는
학생들끼리 영상을 제작하고 공모전도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혼자서는 하기 어려웠던 일을 학생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경험도 쌓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저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분이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에 오셔
서 좋은 경험과 추억을 쌓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후회 없고, 행복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엔디컷국제대학
철도물류대학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1년간 휴식의 시간을 가질
겸 어떤 대학교와 전공을 선택해야 후회 없는 선택
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1년간 여러 경험을 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영어는 굉장히 중요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전공하고 싶었던 영상과 영어가
특화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우송대학교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를 선
택하여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수업이 전부 영어로 진행되며 잘 구성
된 영어 교양 수업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덕분에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전공은 크게 이론과 실기로 나누어져 미디
어라는 분야를 자세히 배우는 커리큘럼 덕분에 제가 앞으로 원하는 진로
에 있어서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더라도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다고 생
각합니다. 열정으로 가득 찬 다른 학우들과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영상인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과에
서 매년 연말에 진행하는 대표적인 SIMAFEST에서 다른 학우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서로의 열정을 확인하고 그것으로부터 또 자극받는 선순환
덕분에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가 앞으로도 쭉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
니다.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 대전 스카이로드 콘텐츠 공모전 수상 (은상, 장려상)
▶ 대전 지방경찰청 112 UCC 공모전 수상 (은상)
▶ 대전 서구 매력 알리기 제3회 대전서구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
▶ 졸업대상자 중 75% 이상 조기취업
▶ 대전 서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상)
•나*연 MBN 뉴스조연출

•안*현 이노웍스

•이*연 EBS 행정직

•이*솔 MBN

•박*민 더밈비디오 프로덕션

•허*경 더밈스튜디오

•배*민 아이오에프엑스

•차*석 MBN
호텔외식조리대학

•김*지 에듀윌

▶ 입시준비

TIP!

전공 관련 교과목
과 적
· 적

합
성

•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학생
• 혼자 일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좋아하며 넓은 유대관계를 가진 학생
•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

전공관련활동

• 방송 관련 동아리 활동
• 사진 관련 동아리 활동
• 학교 뉴스 제작 활동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PD 마인드로 성공 인생을 연출하라 / 주철환
• 미디어는 콘텐츠다 / 심상민

보건복지대학

학
인

문학, 예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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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미디어
융합학부
/ 게임멀티미디어전공
School of Techno-media
Convergence;
Game and Multimedia

http://game.wsu.ac.kr
T. 042-630-9270

To Foster Design and Programming of Creative
Idea for Game Developer with Game Engine
•게임엔진을 활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게임 개발 전문인력
양성

학 과 개 요
게임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기획, 개발, 응용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공으로 우수한 교수진 및
첨단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실습과 프로젝트 집중형 수업으로 실무형 게임 개발을 학습합니다.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최신동향을 파악하고 산업체 전문가 특강, 산학협력 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FPS, RPG, Arcade 등의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게임엔진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교 육 목 표
창의적 기획 및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한 게임 및 콘텐츠 제작 교육을 실시하여 게임 및 멀티미디어
분야의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전공의 교육목표로 하고 있으며, 게임컨셉, 게임소프트웨어실습,
게임프로그래밍응용, 게임시스템기획, 게임캐릭터디자인, 캐릭터애니메이션, 서버프로그래밍, 게임인공지능
등을 학습합니다.
관련자격증
게임기획전문가, 게임프로
그래밍전문가, 게임그래픽
전문가, 정보처리기사, 멀티
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등

전공교육과정
학 년

졸업 후 진로
게임 개발사, 모바일 게임 개
발사, 웹 및 멀티미디어 콘텐
츠 업체, 스마트 앱 개발사,
IT관련 기업 및 연구소, 애니
메이션 및 영상관련 업체, 가
상현실 및 증강현실 업체, 시
뮬레이션 업체, 모바일웹 개
발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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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교과목

1학년

게임컨셉, 게임소프트웨어입문, 스케치기법, 게임소프트웨어실습,
창의적사고와소프트웨어, 게임분석, 게임프로그래밍응용, 게임원화디자인

2학년

아이디어창작, 게임시스템기획, 2D게임제작, 게임오브젝트, 게임캐릭터디자인,
게임프로젝트방법, 게임그래픽엔진, 게임데이타구조, 게임캐릭터제작

3학년

UI디자인, 게임엔진응용, 게임제작실무, 캐릭터애니메이션, 게임실무영어,
모바일콘텐츠제작, 게임이펙트, 서버프로그래밍, 게임그래픽스응용

4학년

게임포트폴리오, 졸업프로젝트연구, 모바일증강현실, VR콘텐츠개발, 기능성게임제작,
게임인공지능, 프로젝트기획및발표, 게임제작프로젝트

학과동아리
 임멀티미디어전공의 취업동아리로 세부 팀을 구성하여 게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대내외 공모전 활동, 게임전시회 및 컨퍼런스 참가
•GPS : 게
등의 활동을 하여 취업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아리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미니인터뷰
게임멀티미디어학과 18학번

게임멀티미디어전공 18학번

전*인

김*영




저는 어려서부터 게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평소처
럼 게임을 하다가 문득 나도 나중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자를 꿈꾸며 우송대학교 게임멀티
미디어 전공에 진학하였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선배들과 교수님 들에게 게임개발의 기초적인 것부터
심층적인 것까지 배우면서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학과에서 진행하
는 동아리에서 팀프로젝트로 게임을 만들어 보면서 성장하는 스스로의
모습이 게임개발자라는 목표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 행복한 나날을 보내
고 있습니다.

취업률 및
취업현황

61.7%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TIP!

과 적
· 적

합
성

호텔외식조리대학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최*철 (19년도 졸업) ㈜넷크루즈
•홍*진 (19년도 졸업) ㈜브릿지
•유*혜 (19년도 졸업) ㈜아하인베스트
•하*웅 (19년도 졸업) ㈜아이스크림미디어
•김*웅 (19년도 졸업) ㈜유토비즈
•정*화 (19년도 졸업) ㈜휠버그게임즈
•정*화 (20년도 졸업) ㈜휠버그게임즈
•한*훈 (20년도 졸업) ㈜에세텔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 입시준비

▶ 경진대회 수상실적
- 2019 CISE 엑스포 경진대회 2위 수상
- 2019 ICT융합 아이디어 공모전 국방산업분야 1위 수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커톤대회 1위 수상
- 2016 스마트콘텐츠공모전 개발부문 1, 2, 3위 수상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 특별교육과정 운영
- BIT 특별교육과정
- 모션그래픽 특별교육과정
- UI/UX 특별교육과정
- XR 특별교육과정
- 4차산업SW 특별교육과정

철도물류대학

▶ SW중심대학 선정
- 경진대회를 통한 해외연수 지원
- 산학공동연구에 참여

엔디컷국제대학

저는 어릴때 단순히 게임을 하는것을 좋아하는 학생
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순간부터 이런 게임은 어떻
게 만들어질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의
문은 제 진로를 결정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곳에 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게임제작이라는 것이 제 예상보다 힘들
지만 그만큼 제가 원하던 일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학과에서 실시하
는 다양한 실습과 수업과정은 저의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미술 등
• 사교성과 협동심 있는 학생
• 노력하는 성실한 학생
•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 학생
• 게임을 제작하는데 열정과 끈기가 있는 학생
• 게임에 관심이 있는 학생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게임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사람을 위한 게임·기획·개발 / 바바 야스히토, 야마모토 타카미츠
• 왜 게임에 빠질까 / 와타나베 수유지, 나카무라 아키노리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 학교 교육에 충실한 국어, 영어, 수학 등의 학습 활동
• 게임 분석서 작성, 게임 기획 및 개발 공모전 활동
• 미술 관련 학습 활동 및 문화 체험 활동
• 캐릭터 및 디자인 전시회, 애니메이션 관람
• 직업 체험 활동, 전공 체험 활동, 게임 관련 직업 박람회 참여 활동
• 체육대회, 수련활동, 국토순례 등의 단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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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미디어
융합학부
/ 미디어디자인·
영상전공
School of Techno-media
Convergence;
Media Design•Video Major

http://design.wsu.ac.kr
T. 042-630-9750

Digital Creator with Creative Thinking and
Professional Ability for 4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진 디지털 크리에이터 양성
•경험 가치를 디자인으로 혁신시킬 수 있는 브랜드 경험 디자이너
•창의적 기획력과 첨단 영상제작 실무능력을 갖춘 미디어 크리에이터

학 과 개 요
4차 산업혁명의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다양한 정보, 인간의 의사, 사물의 이미지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한 디자인 능력과 창의적인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첨단 영상제작
능력을 교육합니다. 특히, 개인 디바이스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을 통해 경험 가치를 디자인으로
혁신시킬 수 있는 브랜드경험 디자이너와 다양한 플랫폼의 영상을 기획·제작할 수 있는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둘이 융합된 인재로 발전하기 위한 특성화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자격증
브랜드 관리사, 브랜드매니저,
시각디자인 기사,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컬러리스트 기사, 컬
러리스트 산업기사, 컴퓨터그래
픽스 운용기능사, 전자출판기능
사, 웹디자인 기능사, 사진 기능
사, GTQ 1급, GTQ 2급, 인쇄산
업기사, 포장산업기사

교 육 목 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반으로 브랜드와 소비자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브랜드 경험 디자이너 양성
•방송, 유튜브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대상으로 창의적 영상 기획능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3D,
VR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디자인 능력과 영상기획능력을 고루 갖춘 융합인재 양성의 특화 과정(모션그래픽/3D그래픽/애니메이션)

졸업 후 진로
•브랜드디자인분야 : BX(브랜드
경험) 디자이너, 아이덴티티 디자
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패키지 디
자이너, 광고대행사 디자이너, 아트
디렉터, 기업체 홍보실 등 •방송분
야 : PD/연출가/촬영기사/편집기사
(영상제작 관련 프로덕션, 공중파
및 케이블TV 방송국, 인터넷 방송
국 등)•프리랜서 : 1인 미디어 크
리에이터,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사진편집 디자이
너, 애니메이터, CF감독, 특수영상
(VFX) 디자이너 등•출판분야 : 북
디자이너, 출판물 표지 및 컨셉 디
자이너 등•디지털콘텐츠분야 : 인
포메이션그래픽 디자이너, 인터페
이스 디자이너, 각종 디지털 콘텐츠
의 제작 및 수정과 편집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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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육과정
학 년

주요 교육내용

1학년

시각・영상디자인기초, 타이포그래피, 컴퓨터그래픽

2학년

웹디자인, 브랜드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영상촬영·편집

3학년

모션그래픽, 방송영상, 브랜드경험디자인, 애니메이션

4학년

브랜드경험디자인, 스튜디오영상, 영상특수효과

학과동아리
•feel’m(영상 및 시각디자인 동아리) - 지도교수 : 로이 라그론
•타입온(TYPO:WN) - 지도교수 : 박종빈
•캐치라이트 - 지도교수 : 고광일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라그라피카(타이포그래피, 편집동아리) - 지도교수 : 박종빈
•아이뷰(브랜딩 동아리) - 지도교수 : 박종빈,김수빈
•미라클(광고 동아리) - 지도교수 : 박종빈
미니인터뷰
테크노미디어융합학부 미디어디자인·영상전공 20학번

테크노미디어융합학부 영상콘텐츠전공 15학번

한*윤

김*우





 ⚫
 ⚫
 ⚫

•윤*현 (20년도 졸업) 홀트코리아
•이*열 (20년도 졸업) 연합뉴스TV
•김*희 (20년도 졸업) 한국경제신문
•이*호 (20년도 졸업) TJB대전방송
•김*령 (21년도 졸업) TBC
•조*준 (21년도 졸업) SBS
•성*혜 (21년도 졸업) 대전MBC
•신*연 (21년도 졸업) 서울MBC

호텔외식조리대학

TIP!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

▶2018 안전보건 UCC 공모전 우수상 수상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 대통령상 수상‣
▶2019/20 중독예방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2020 우수 자원봉사 홍보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 입시준비

•김*우 (19년도 졸업) OBS방송국
•이*형 (19년도 졸업) 혜홍디자인
•심*리 (19년도 졸업) 한국경제TV
•민*서 (20년도 졸업) 별미디어
•신*진 (20년도 졸업) 생끄 프로덕션
•박*미 (20년도 졸업) 디자인그룹 프레즌트
•김*희 (20년도 졸업) 한국경제신문
•엄*경 (20년도 졸업) 인터콤소시에이션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59.5%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 2018 헌혈 및 수혈수기 공모전 포스터부문 최우수상 수상
▶ 2018 프로스펙스 오리지널 로고 디자인 공모전 동상 수상
▶제 39회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공모전 동상 수상
▶2018 우리동네 영상 공모전 우수상, 최우수상 수상
▶2018 대전광역시 7030 기념사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철도물류대학

취업률 및
취업현황

고등학교 재학시절 방송부에 들어간 후 부터 막연하게
'영상쪽의 분야로 나가고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기획한 내용을 촬영한 후, 촬영
된 영상을 기획 의도에 맞게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 나
만의 영상이 나오는 것에 큰 흥미를 느끼고 전문적인
영상 분야를 공부하고자 우송대학교 미디어디자인·영상전공에 입학하게 되
었습니다.
영상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상에 특화된 교육을 받지 않았던 당시의
저는 '내가 잘 적응하고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었지만 미디어디자
인·영상전공의 교육과정을 통해 영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편집, 그
래픽분야까지 배운 후 제대로 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습니다.
또한 매 학기 강의를 들으며 수업마다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시는 교수님들
덕분에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기획, 제작 활동을 주로 하는 과 내 동아리를 통해 여러 공모전에 참가하
며 개인이 아닌 팀원과 함께 하나의 영상을 제작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습
득했고 영상, 미디어 분야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았던 예전의 제 모습과는 달
리 이 분야에서 조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영상 · 미디어 분야에 흥미는 많지만 잘 해내지 못할까 걱정되는 분들
이 계시다면, 미디어디자인·영상전공에서 흥미를 취미로 만들 수 있길 바랍
니다.

엔디컷국제대학

아무런 지식도 없이 미디어 제작에 관심만을 가지고
미디어디자인·영상전공에 들어온지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강의와
과제를 통해 나만의 미디어를 제작하여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경험을 만들고 있다. 아직도 영상과 디자
인 중 어떤 것을 전공으로 하고 싶은지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영
상과 디자인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아름다
운 영상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은 필요한 요소이고 디자인에 생기를 넣어
주는 요소가 영상이기에 두가지를 함께 공부할수록 더욱 완성도 있는 창
작물이 생기는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간 날보다 집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 날이 많았고 대면 수업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걱정할 수 있
지만 혼자만의 편안한 공간에서 갑자기 아이디어는 떠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으니 온라인 수업이라고 많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미디어를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처음 제작한 과제를 보면 많이 처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처참해 보이는 만큼 성장했다
는 증거이고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며 다양
한 방향으로 도전하고 실패를 통해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가길 바란다.

과 적
· 적

합
성

국어, 미술, 영어, 음악, 역사
• 디자인 및 영상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가진 학생
• 세심한 관찰력과 창의력을 갖춘 학생
•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학생
•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학생
• 디자인·영상 프로그램 지식 습득 (예 :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애프터이펙트 등)
• 관련 서적 독서 및 연관 전시회 관람 등의 간접 체험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디자인의 디자인 / 하라 켄야
• 고마워 디자인 / 김신
• 다른 방식으로 보기 / 존 버거
• 디자이너란 무엇인가 / 노만 포터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 이영돈PD의 TV프로그램 기획 제작론 / 이영돈
• BASIC DSLR KNOWHOW BOOK / 최재웅
• 영상제작론 / 최이정
• 그리스 로마 신화 / 토마스 볼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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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학부
/ 컴퓨터정보·
보안전공

Cultivating the Global Industry 4.0 Leaders for IT Convergence
•IT 융합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 IT인재 양성
•우송대학교가 펼치는 융복합 교육 체제에서 융합기술 전문가 양성
•4차 산업혁명에 따르는 IT지식을 보유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

School of Information
Technology Convergence
Department of Computer
Information and Security

SW중심대학 사업
▶ SW중심대학 주도 학과

http://cs.wsu.ac.kr

•우수SW기업에 인턴십 파견 프로그램 운영
•기업과 공동으로 실전적 SW산학프로젝트 운영
•빅데이터 보안센터, XR센터, 영상센터 등 우수 교육시설 설치 · 운영
•선진국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SW창업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지원

T. 042-630-9710

관련자격증
•프로그래밍 : OCJP,
OCWCD, OCBCD, 정보처리
기사
•운영체제 : MCTS, MCITP,
MCSE, LPIC, 리눅스 마스터
•네트워크 : CCNA, CCNP,
CCIE, 네트워크 관리사
•해킹보안 : CISSP, CISA,
CHE, 정보보안산업기사, 해
킹보안 전문가 2·3급
•데이터베이스 : OCP,
ADP, ADSP(빅데이터)

졸업 후 진로
모바일/앱 개발 전문가, 정보
보안 전문가, 컴퓨터 소프트
웨어 전문가, 임베디드 전문
가, 네트워크・사물인터넷・빅
데이터 전문가 등 국내 정보
통신 기술 선도 우수기업 취
업
•우송 IT센터의 우송 Bit컴퓨
터 고급과정 수료 후 일본, 미
국 등 해외취업
•주요 취업처 : NHN, 대우
정보시스템, KT(계열사), 삼
성전자서비스, 컴텍, 코스콤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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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개 요
SW기술과 창의성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유능한 SW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수진, 연구시설, 강의시설,
산학협력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 및 SW기업연계
특별교육과정 등 SW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목과 교육내용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전 과정을 마치는
단계에서는 SW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등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수진도 학문적*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IT전문가들이 직접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분야의 적응력이 매우 높습니다. SW산업체
인턴십으로 취업의 기회가 많고, 중국, 일본, 미국등 선진국 해외 연수 및 취업도 연계 가능하며 특별교육과정
연계로 취업 직결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교 육 목 표

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컴퓨터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정보통신기술,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C프로그래밍, 모바일앱실습, 운영체제실습

2학년

컴퓨터네트워크,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자료구조실습, 데이터베이스, JAVA프로그래밍, IT실무영어1

3학년

임베디드시스템, 정보보안, JAVA응용프로그래밍, IT실무영어2, 유무선네트워크보안, 객체지향응용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공학

4학년

창의적종합설계1, 창의적종합설계2, 컴퓨터구조실무, 인공지능기초, 인공지능응용, 시스템보안실무, 어플리케이션보안실무,
빅데이터프로젝트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1학년

학과동아리

엔디컷국제대학

•NETRA : 네트워크 및 임베디드 분야를 전문으로 학습하는 동아리(지도교수 : 임승철)
•SEMTLE : 자바 및 안드로이드 분야를 전문으로 학습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김삼택)
•MSL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접목시킨 원천기술 기반을 학습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김원)
•secuLOCK : 해킹 및 보안 분야를 전문으로 학습하는 동아리 (자도교수 : 이동우)
•SMG : 교내 시스템, 기자재 관리와 네트워크를 전문으로 학습하는 동아리(지도교수 : 김삼택)
•Solveloper : 오픈 소스를 활용한 실습 활동을 주로 하여 개인 포토폴리오 제작 활동을 하는 동아리(지도교수 : 김삼택)
미니인터뷰
컴퓨터정보·보안전공 21학번

컴퓨터정보·보안전공 18학번

박*선

윤*현



•임*호 (20년도 졸업) 디아이티
•이*승 (20년도 졸업) 파이버프로
•이*현 (20년도 졸업) 이노솔루택
•이*철 (20년도 졸업) 카이스트 개발자

TIP!

과 적
· 적

합
성

다양한 상식, 과학, 컴퓨터 IT지식 등
• 컴퓨터 및 프로그램 개발 등 IT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
• 매사에 긍정적인 학생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해 고민하는 학생
•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과 리더십이 있는 학생

전공관련활동

• 교내 발명대회 참가

• 과학 동아리활동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구글이 달로 가는길 / 편석준
• 미라클 모닝 / 할 엘로드
• 리더의 그릇 / 나카지마 다카시

• 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센델
• 화폐전쟁 / 쑹훙빙

보건복지대학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호텔외식조리대학

▶ SW중심대학 선정
▶ 기업체 연계 취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경진대회 개최
- BIT 컴퓨터 과정, UIUX 특별과정
- 산학공동연구에 참여
- LG CNS SMART FACTORY 과정
- 우수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경진대회 수상실적
- 선진국 해외연수 지원
- 2021. NET 챌린지 캠프 시즌8 3위(은상)
- 다양한 창업프로그램 운영
-2
 020. 제7회 대한민국 SW융합 K-HACKTHON 전국 2위
- 2019. 소프트웨어 창업 아디어 경진대회 다수 수상
▶ 해외 취업 기회 확대로 글로벌(중국﹡일본﹡미국)인재 양성
-2
 018. 제 5회 대한민국 SW융합 K-HACKTHON 대상 1팀
- 3+1, 2+2 해외 유학제도 (중국 북경이공대학, 일본 오카야마
- 2018. 한국정보기술학회 대학생 논문경진대회
현립대학, 이와테 현립대학, 미국 조지아 공대등)
1, 3위(대상, 은상)
-문
 화 탐방, 어학 및 전공 교육
-북
 경 이공대학 대학원 진학 시 전액 장학금
•윤*식 (21년도 졸업) 델타인덱스
•조*광 (21년도 졸업) 지오시스템
•한*명 (21년도 졸업) GNM
•배*진 (21년도 졸업) 에이알테크놀로지

▶ 입시준비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74.6%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취업률 및
취업현황

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내가 개발한 것으로 사
람들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흥미를 느
껴 컴퓨터정보 보안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우송대학교 컴퓨터정보 보안학과에 입학하여 많은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개발 역량, 창의력, 문제해결
력, 도전정신, 협업 능력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트 고급과 LG CNS, 많은 전공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들과 소통하며
자기 개발 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갔고 나에게 가장 적성에 맞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 실무 경험을 쌓으며 전문적인 개발 능력 및 운용능력을 키
워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중국 우수대학과 협약, 유학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서 유
학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최신의 스마트 IT 융합 기술의 전문가 교육을
통해 ICT, 스마트폰 앱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및 사물인터넷 분야의
전공 수업을 들으며 기본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아 여러 분야로 진출이 가
능한 우송대학교 컴퓨터정보 보안학과로 진학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철도물류대학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이 점차 발전하고 컴퓨터
관련 직종이 증가하여 미래에는 컴퓨터가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가지 분야에 기여를 한다는 것
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개발자에 길에 걸어가기 위해 우송대학교
IT융합학부 컴퓨터정보보안전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송대학교에는
개발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맞춤 교육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 또한 우송
비트 단기 과정을 걸쳐 우송 비트 고급 과정까지 들어 전문 분야에 관한 실력
을 쌓고 학우들과 팀 프로젝트를 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할 때 실무에서 필
요한 팀 협동심과 복잡한 개발 과정을 간략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
웠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우송대학교에는 LG CNS, UI/UX
등 개발자의 다양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미래에 개발자를 희망
하시는 분들이 발전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열
정적인 수업들을 듣고 그 바탕으로 교내 경진대회를 참여하였으며 학우들과
선량한 경쟁을 통해 제 실력을 더욱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개발자를 지
원하신다면 저희 과에서 자신이 이루는 바를 행하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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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학부
/ 컴퓨터·
소프트웨어전공

Training the Advanced Experts Based on the IT Convergence
•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창의적·융합적 사고를 겸비한 글로벌 ICT 인력 양성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A·I, 사물인터넷, 정보 보호,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실무 전문가 양성

School of Information
Technology Convergence
Department of Computer and
Software Major

SW중심대학 사업
▶ SW중심대학 주도 학과
•우수SW기업에 인턴십 파견 프로그램 운영
•기업과 공동으로 실전적 SW산학프로젝트 운영
•빅데이터 보안센터, XR센터, 영상센터 등 우수 교육시설 설치·운영
•선진국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SW창업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지원

http://it.wsu.ac.kr
T. 042-630-9850

관련자격증
•프로그래밍 : OCJP,
OCWCD, OCBCD, 정보처
리기사
•운영체제 : MCTS, MCITP,
MCSE, LPIC, 리눅스 마스터
•네트워크 : CCNA, CCNP,
CCIE, 네트워크 관리사
•해킹보안 : CISSP, CISA,
CHE, 정보보안(산업)기사,
해킹보안 전문가 2·3급
•데이터베이스 : OCP,
ADP, ADSP(빅데이터)

졸업 후 진로
스마트폰 전문가, 보안 전문
가, 임베디드 전문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스
마트 모바일 시장을 선도하는
국내 우수기업, 우송 IT 센터
의 특별 교육과정 이수 후 일
본, 미국 등의 해외 취업
•주요 취업처 : 삼성전자서
비스, 대우정보시스템, 넥슨,
NHN(NAVER), KT(계열사),
GROP, 코스콤, 콤텍 시스템

54

학 과 개 요
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최신의 스마트 IT융합 기술(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습득하여 고급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스마트 모바일, 스마트폰 앱 개발, 정보 보호 등 스마트 네트워크,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야 등의 IT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미니어 시대의 수요에 맞춰 융합적
사고를 갖춘 모바일/정보 보호 특화 과정을 통해 ICT 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용능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창조력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학 과 특 성

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컴퓨터프로그래밍,웹프로그래밍, 정보통신기술, 프로그래밍프로젝트, C프로그래밍, 모바일앱실습, 운영체제실습

2학년

컴퓨터네트워크,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자료구조실습, 데이터베이스, JAVA프로그래밍, IT실무영어1

3학년

정보보안, 아두이노IoT실습, 인공지능기초, IT실무영어2, 모바일운영체제, 빅데이터통계, 머신러닝

4학년

창의적종합설계1, 컴퓨터구조실무, 딥러닝, 어플리케이션보안실무, 창의적종합설계2, 침해사고분석및보안, 시스템보안실무, 인공지능프로젝트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1학년

학과동아리

엔디컷국제대학

•NETRA : 네트워크 및 임베디드 분야를 전문으로 학습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임승철)
•SEMTLE : 자바 및 안드로이드 분야를 전문으로 학습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김삼택)
•MSL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접목시킨 원천기술 기반을 학습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김원)
•secuLOCK : 해킹 및 보안 분야를 전문으로 학습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이동우)
•SMG : 교내 시스템, 기자재 관리와 네트워크를 전문으로 학습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김삼택)
•Solveloper : 오픈 소스를 활용한 실습 활동을 주로 하여 개인 포토폴리오 제작 활동을 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김삼택)
미니인터뷰
스마트IT·보안전공 21학번

스마트IT·보안전공 16학번

김*경

전*녕




스마트IT보안전공의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통
해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습위주
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질좋고 흥미로운 수업을
경험했습니다. 현재 저는 LG CNS 특별과정을 수강
중인데 졸업 후나 졸업 전에 인턴십 또는 정규직 취업으로 남들보다 빠르
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곳이나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LG CNS
협력사로 취업이 되기 때문에 급여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개발 프로젝트
특성상 팀 단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필요가 되는 커뮤니
케이션 스킬과 리더십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는
산학협력프로젝트도 매년 학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과 같
이 진행하기 때문에 많을 도움이 될 수 있었고 부족했던 전공 지식을 보충
해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SW중심대학에 선정된 현 상황에
서 저희 과에 지원을 해서 꿈을 키우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71.4%

▶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BIT컴퓨터과정, LG CNS SMART FACTROTY과정,
UI/UX 반응형 웹 디자인 과정)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취업률 및
취업현황

▶ 해외 취업 기회 확대로 글로벌(미국·일본·호주)인재 양성
-3
 +1, 2+2 해외 유학제도
-문
 화 탐방, 어학 및 전공 교육
-북
 경이공대학 대학원 진학 시 전액 장학금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 SW중심대학 선정 / SW중심대학 주관학과
-다
 양한 경진대회 개최 (경진대회를 통한 해외연수
전액지원, 경진대회 우수작품 창업지원)
-매
 학기 전문가 특강 개최

철도물류대학

정보화시대에는 보안에 대한 중요도가 높습니다. 평
소에 컴퓨터 관련 직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
고 기초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우송대학교
IT·보안전공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과 안에서는
다양한 경진대회와 동아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한 계절학기
에 했던 북경이공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짧은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우송 비트 교육 센터에서 비트 단기과정을 듣
고있는데 해당 과정은 학과 공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따로따로 있던
전공 지식들을 한곳으로 모아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특히 비
트 고급을 듣게 된다면 응용이 가능한 실무 프로젝트를 배우게 되며 실습
을 통해서 효율적인 프로그래밍 구현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빠르게 변하
는 시대에 가장 개발하고 발전하는 IT분야를 저희 과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진대회 수상실적
-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ET 챌린지 캠프 시즌 8 3위 (은상)
-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기반 핀테크 해커톤 3위 (우수상)
- 2 021 교육부 학생 창업유망팀 300 교육부장관 인증서 수여
- 2020 교육부 학생 창업유망팀 300 교육부장관 인증서 수여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 입시준비

TIP!

전공 관련 교과목
과 적
· 적

합
성

수학, 과학, 컴퓨터 등
• 컴퓨터 및 프로그램 개발 등 IT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
• 매사에 긍정적인 학생

전공관련활동

• 교내 발명대회 참가
• 프로그래밍 동아리 활동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구글이 달로 가는길 / 편석준
• 미라클 모닝 / 할 엘로드
• 리더의 그릇 / 나카지마 다카시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해 고민하는 학생
•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과 리더십이 있는 학생

보건복지대학

학
인

•임*훈 (20년도 졸업) 인포젠
•최*영 (20년도 졸업) MFC코리아
•전*기 (20년도 졸업) 한국정보기술
•최*은 (20년도 졸업) SK네트워크서비스
•강*비 (21년도 졸업) (주)휴네시온

호텔외식조리대학

•이*토 (18년도 졸업) 유진인스텍
•김*현 (18년도 졸업) ATP테크놀러지
•김*휘 (19년도 졸업) ㈜에프앤가이드
•장*택 (19년도 졸업) ㈜두잇시스템
•이*혜 (20년도 졸업) 케이엘정보통신

• 대량살상 수학무기 / 캐시 오닐
• GRIT / 앤절라 더크워스
• 12가지 인생의 법칙 / 조던 B.피터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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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UIDE BOOK ON
WOOSONG UNIVERSITY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휴먼디지털인터페이스학부 (HADI)

인공지능, 데이터과학, 인지과학의 첨단기술 중심
미래형 전문가 양성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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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디지털
인터페이스
학부(HADI)
https://www.jcfs.ac.kr/
T. 042-630-9781

INNOVATIVE · FLEXIBLE · DIVERSE
Transcending Learning Boundaries & Developing Future Leaders
•학습의 한계를 뛰어넘어 혁신적이고 유연하며 다양성을 가진 미래의 리더 양성
학 과 개 요
JCFS는 2021년 신설된 단과대학으로, 기존 대학교육 개념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단과대학으로서
인공지능, 데이터과학, 인지과학의 3가지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JCFS는 이러한 첨단기술에 대해 지식
전달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수업 및 병행(하이브리드)수업과 같이 유기적인 수업 시스템과 학생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커리큘럼, 우송대학교 본교 캠퍼스 외 다수의 국제적 캠퍼스에서 글로벌 경험 축적을
핵심 가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JCFS는 4년 과정의 마지막에 실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
학기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무 능력 획득 및 함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 육 목 표
•4차산업 기술은 물론 윤리적인 부분까지 습득한 미래 지향적인 인재 육성
•해외 연수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4학년 마지막 학기 실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글로벌 지향적인 미래 전문가 양성

전공교육과정
관련자격증
정보처리기사, OCP(오라클
자격증 프로그램), MySql,
ADsP(통계 분석), AWS 공
인 Machine Learning

학 년

1학년

선형대수학, 비즈니스를 위한 AI, 기초 통계학, 기초 알고리즘

2학년

컴퓨터 과학 개론,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파이썬 개론, 데이터 윤리, 통계와 확률,
데이터 구조 알고리즘 개론, 빅데이터 기초, 이산수학과 수학적 추론, 기초 컴퓨터 공학
및 프로그래밍, 데이터 마이닝, 컴퓨터 비전 개론, 자연어 처리, 객체지향 디자인과
프로그래밍

3학년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동추론, 머신 비전, 음성신호 및 이미지 처리, 중급 딥러닝,
소프트웨어 공학, 병렬 프로그래밍, 컴퓨터 애니메이션과 시각화

4학년

머신러닝 활용, 로봇공학, 고급 머신 비전, 인간-AI 상호작용, 지능형 자율로봇공학,
컨설팅 방법론, 컨설팅 실무

졸업 후 진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빅 데이터 플랫폼 엔지니
어 및 분석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IOT, 인공지능 분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AI
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련 모든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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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교과목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엔디컷국제대학
철도물류대학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 입시준비

TIP!
컴퓨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수학, 인지과학, 인공지능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이공계열 기초 교과목 등

학
인

•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
• 외국인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학생

과 적
· 적

합
성

• 4차산업 기술 관련 자격증 보유
•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진대회 참가
• 글로벌 역량을 위해 다국적 인원으로 구성된 동아리 활동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THE AI ADVANTAGE – Thomas H. Davenport
• Understanding Machine Learning: From Theory to Algorithms - Shalev-shwartz, Shai, Ben-David, Shai
• Computer Age Statistical Inference: Algorithms, Evidence, and Data Science - Bradley Efron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호텔외식조리대학

전공 관련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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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UIDE BOOK ON
WOOSONG UNIVERSITY

호텔외식조리대학
College of Hotel and Culinary

호텔•관광서비스 및 외식산업 사관학교로
산업현장을 통한 실습중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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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조리학부
- 글로벌조리전공, 폴보퀴즈조리전공, 글로벌외식창업전공

• 외식조리학부
- 외식조리전공, 한식조리·과학전공, 외식,조리경영전공, 제과제빵·조리전공

• 외식조리영양학부
- 바이오식품과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 호텔관광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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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조리학부

The Asian Center of Excellence in Global Culinary Education

/ 글로벌조리전공

학 과 개 요

Global Culinary Arts Major

외식문화의 발전으로 인해 조리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기존의 전문성 외에 국제적 감각과 의사소통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고객들은 영양과 맛을 고려한 한 끼의 식사 뿐 아니라, 문화의 소통과 교류를
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식음료 전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조리전공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제적 트랜드에 맞추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기술, 리더십을 갖춘 조리인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http://sica.wsu.ac.kr
T. 042-629-6860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외식조리교육 기관으로서 미래의 글로벌 식음료 전문가 양성

교 육 목 표
글로벌조리학부 글로벌조리전공은 아시아 글로벌 조리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국제 및 전통적인 조리 기술,
현대적 조리 트렌드에 맞는 기술 적용 능력 향상, 음식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음식과 식문화를
교류하고 전파 할 수 있도록 돕고, 전문요리사가 되기 위한 기본 기술, 지식, 역량 확보를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관련자격증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바리스타 자격증,
조주기능사,
와인소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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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기초 조리1, 기초 조리2, 주방 관리의 입문, 한식, SICA영어, 기초 제과제빵, 육류 및 해산물
가공

졸업 후 진로

2학년

와인과 술의 입문, 카페 운영, 조리 영양학, 아라카르트, 다이닝 서비스, 커미셔너리

•식음료 전문가
•조리사
•푸드코디네이터
•리조트 및 호텔
•메뉴 컨설팅
•푸드라이팅
•식품제조업체

3학년

글로벌 아침 식사, 메뉴 계획, 레시피 개발과 비용설정, 연회 및 특수 기능, 현대 한식과
디저트, 기업가 정신 및 마케팅, 인사관리경영, 가르드 망제

4학년

캡스톤 프로젝트, 와인과 음식, 현대 요리 기법, 건강과 식이요법, 컨셉 프로젝트, 식품 서비스
재정과 회계, 현대식 디저트 플레이팅

학과동아리
•솔바인 (Sol Vine) : 음
 식과 음료의 조화 이해를 목표로 여러 와인 시음을 통해 다양한 맛과 향을 체험하고 그에 어울리는 음식을 찾는 활동을 통하여 음
료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동아리

•르벵 (Levain) : 제
 과 제빵 동아리로, 제빵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이론과 실습을 함께 배움으로써 제과제빵 분야에 있어 더욱 서 향상된 실력을 갖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추기 위한 동아리. 플레이팅 및 슈가아트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하며 플리마켓과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함

•다밥 (Dabob) : 외
 식창업 동아리로,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 및 의견을 종합, 조율하면서 창업 관련 활동인 플리마켓,
반찬가게 등을 진행하는 동아리

•솔퀴지니에 (Sol Cuisinier) : 요
 리대회 동아리로, 우송의 상징인 솔(Sol)과 프랑스어로 요리사를 뜻하는 퀴지니에(Cusiner)를 합쳐 우송대학교를 대
표하는 요리사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조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화활동으로 국내외 조리
경연 대회에 참가 및 레시피북 제작, 창작요리 실습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동아리
•아뜰리에(Atelier) : 학
 생들과 회의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아 팝업 레스토랑의 컨셉부터 레시피까지 직접 계획하고 팝업을 운영하며 서
비스 등의 실무적인 요소들을 경험하고 배우는 동아리

미니인터뷰
글로벌조리학부 글로벌조리전공 20학번

서*성

박*진


Q. 학과를 선택한 이유?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Q. 글로벌조리전공의 특징과 장점은?

68.6%

2021년 대학공시기준

▶ Active Learning 대회 우수자 대상 해외 어학연수 기회

•박*혜 (18년도 졸업) 카카오IX 주방, 페이스트리 파트
•강*현 (18년도 졸업) 메르시엘 레스토랑
•강*원 (19년도 졸업) 북문로떡볶이 창업
•김*희 (19년도 졸업) 카니발피자
•성 * (19년도 졸업) 푸디스트
•강*아 (19년도 졸업) 서울 신라호텔
•최*진 (20년도 졸업) 켄싱턴호텔 사이판 주방
•한*은 (20년도 졸업) 천안 그레이스플레이스 파티시에
•서*정 (20년도 졸업) 부산 롯데호텔
•김*환 (20년도 졸업) 서울 조선 호텔 앤 리조트

•김*정 (21년도 졸업) 서울 포시즌스 호텔
•백*슬 (21년도 졸업) 군산 라마다 호텔
•정*원 (20년도 졸업) 제주 그랜드 조선
•김*년 (20년도 졸업) 신세계 호텔
•김*연 (20년도 졸업), 서*연 (20년도 졸업)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남산
•이*화 (20년도 졸업), 손*주 (20년도 졸업),
김*림 (20년도 졸업), 신*철 (21년도 졸업),
박 * (21년도 졸업), 김*림 (21년도 졸업)
제주 그랜드 하얏트

TIP!

전공 관련 교과목

과 적
· 적

합
성

영어, 제2외국어, 생명과학, 기술가정,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제과제빵, 영양학, 식품학
• 조리 및 음식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
• 원만한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이 있는 학생
• 요식 및 서비스업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 보람을 느끼는 학생
•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과 빠른 대처능력을 갖춘 학생

전공관련활동

• 대학 전공체험 및 직업체험활동
• 요식업 및 환대산업 관련 박람회 참여

• 요리 및 음식 콘텐츠 관련 동아리 및 봉사 활동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셰프의 탄생 / 마이클 룰먼
• 패턴으로 익히는 생생 조리영어 / 이수부 외
• 요리학교에서 배운 101가지 / 루이스 이구아라스 외

• 음식, 셰프, 요리, 레스토랑 산업에 대한 다양한 영화
또는 다큐멘터리
• 온라인 뉴스레터 및 산업 트렌드 관련 자료

보건복지대학

학
인

▶ 매 년도 학과 메뉴경진대회 및 왕중왕전 개최

호텔외식조리대학

▶ 입시준비

글로벌조리학부 글로벌조리전공은 학생들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내 카페테리아 Staricco, dinning 수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 중 관심있는 분야 별로 다양한 동아리가 개설되어
있으니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같이 모여 재밌는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습
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학과 행사들을 통해 경험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조리라는 분야는 세계 각국의 조리사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다
양한 언어과 각국의 다양한 조리 기술들을 글로벌조리학부 글로벌조리전
공에서 미리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취업률 및
취업현황

Q.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우선 100% 영어실습이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
만, 요리 대형 주방에 나가게 되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 보
통 사람들은 영어를 주로 대화를 합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주방에서 쓰는 영어표현들, 영
어 단어, 재료 영어 명칭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
어 100% 수업이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먼 훗날 우리가 취업하게 되었을 때 영
어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과는 차별화되는 글로벌조리전공 학생들만의이 무기를 연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쉐프님들에게 여러 가지 요리를 배우면서
요리에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또한 큰 장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리라는 것
은 그 나라의 문화를 내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정서, 예의범절, 기후 모든 것
을 담은 것이 요리라고 생각하는데 한식을 한국인 교수님, 명인님께 배우는 것이 더 좋은
배움을 받을 수 있듯 대만요리는 대만 교수님께, 독일인 교수님께 소세지 및 맥주제조법
을, 서양 요리는 유럽인 교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조리과를 전공해 기초적인 조
리 기술은 습득했지만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
고 싶어 4년제인 우송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
다. 그 중 글로벌조리학부 글로벌조리전공은 100% 영어 수업으로 외국
인 교수진들에게 세계 각국의 요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2학년 과정
부터는 자신이 선택한 트랙 수업을 통해 더욱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어 우
송대학교 글로벌조리학부 글로벌조리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철도물류대학

안녕하세요. 글로벌조리학부 글로벌조리전공 3학년에 재
학 중인 18학번 서*성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조리과에 재
학하던 저는 고등학교 이상의 대학교로 진학하여 대학교의
하이퀄리티의 수업을 수강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대학교 중 우송대학교
글로벌조리학부 글로벌조리전공을 알게 되었고, 다른 학교와는 차별화되는 100%
영어 수업에 제 심장은 두근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세계적인 쉐프들과 수
업을 들을 수 있고 영어로 수업을 하며 내 영어 수준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수 있겠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망설이지 않고 우송대학교 글로벌조
리학부 글로벌조리전공에 입학하여 지금도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엔디컷국제대학

글로벌조리학부 글로벌조리전공 18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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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조리학부
/ 폴보퀴즈조리전공
Sol International Institut Paul
Bocuse Major (IPB)

http://sicaipb.wsu.ac.kr:444/main/index.jsp

The Asian Centre of French Culinary Excellence
•아시아의 대표적인 프랑스 전문 조리인재 양성
학 과 개 요
•Modern culinary and gastronomic cooking techniques (현대 조리 기술 습득)
•Empowering students with artistic talent and creativity (예술적이며 창조적 미식 역량 개발)
•Freedom to create your very own professional identity (학생 자신만의 전문성 창조 및 확보 역량 개발)
•Opportunities to become global culinary and food service entrepreneur
(세계적인 외식조리사와 외식사업자가 될 수 있는 역량 개발 및 기회 제공)

T. 042-629-6864

교 육 목 표
관련자격증
•양식조리기능사
•바리스타 자격증
•조주기능사
•와인소믈리에
•제과제빵자격증

•2 internships (global and/or domestic) (2번의 인턴십)
•Newly designed state-of-the-art facilities (최첨단 외식조리 시설)
•Same curriculum and standards as Institut Paul Bocuse in France
(프랑스의 폴포퀴즈와 동일한 교육과정 및 교육표준 적용)
•Be a part of global IPB alumni network (폴보퀴즈의 세계적인 동창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활동)

졸업 후 진로
•Executive Chef/Pastry
Chef (Restaurants,
Hotels, Resorts, Casino,
Cruise Lines, etc.)
(수석요리사/파티시에(레스
토랑, 호텔, 리조트, 카지노,
크루즈 등))
•Culinary Entrepreneur
(외식조리 사업)
•Education and Training
Consultant(교육 컨설턴트)
•Culinary Production
Consultant
(외식사업 컨설턴트)
•Catering Equipment
Sales Manager or Sales
Representative
(케이터링 서비스 사업 대표
또는 관리자)
•Culinary Purchasing
Manager
(외식사업 구매 관리자)

64

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조리 경영의 입문, 기초 제과제빵, 기초 조리 1, 음료의 이해 부처

2학년

Culinary Skills, 조리 기능 Restaurant Management, 식당 관리 English for Culinary, 조리 영어
French for Culinary, 조리 불어 IT Tools, 컴퓨터 교육 Integration Week 폴보퀴즈 본교 OT
Professional Situation 1: Culinary Basics, 조리기초 Professional Situation 1: Culinary Technique
Exams, 조기 기술 Professional Situation 2: Restaurant Service 레스토랑 서비스 Professional
Situation 2: Commissary 코미서리 Professinal Situation 2: Applied Patisserie 페이스트리 실습
Applied Marketing: Restaurants Financial Accounting 회계 금융 English for Culinary 2 조리 영어
Food Sciences 2 식음료 과학 분석 Career Planning2 진로 계획 French for Culinary2 조리 불어

3학년

Bread& Baking Techniques, 제과제빵 기술 Cost Control & Menu Engineering 비용 설정 및 메뉴
기획 Human Resources Management, 인적자원관리, Food Sustainable Development, 식음료의
자연친화성, Food Writing, 에세이 English for Culinary 3, 조리 영어 French for Culinary3 조리 불어
Visits, Conferences & Demos 3 학회 참여 및 조리 시연 Culinary Production 4, 메뉴 개발 French
For Culinary 4 조리 불어

4학년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식음료 사업 규제 정책 Performance Analysis 식음료 평가 분석
Restaurant Design& Culinary Trends 레스토랑 디자인&요리 트렌드 Culinary Project
Management& Innovation 요리 프로젝트 관리 및 혁신 Visits Conferences & Demos 4 조리 시연
French for Culinary 5 조리 불어 Culinary Project Management & Innovation 2 요리 프로젝트 관리
& 혁신 Visits Conferences and Demos 5 학회 참여 및 조리 시연 English for Culinary 5 조리 영어

IPB 프로그램
•4년 재학중 2회 인턴십 필수
•우송대학교, 프랑스 리옹 본교 폴보퀴즈 복수학위 취득.
•전 과정 영어 강의 수업 진행
•매년 프랑스 본교에서 현지 교수 파견 수업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미니인터뷰
폴보퀴즈 수강생 21학번(복지부장)

폴보퀴즈 수강생 21학번(학생회장)

김＊주

이*연


Q. 학과 수업의 만족도


Q. 폴보퀴즈를 선택한 이유?

조리과에 다닌다고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
제로 같은 조리 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은 각자 다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텔 셰프를 꿈꾸는 친구, 제빵사, 영양사, 조리 지도 교사와 같은 조리와
관련된 꿈을 꾸는 친구, 아직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하는 친구들
이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저희 폴보퀴즈 조리 전공은 이와 같은 다양한
학생들이 모두 만족하고 많은점들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준
비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요리, 제과제빵, 식음료, 와인 서비스, 마케팅과
같은 폭 넓고 얻는 것이 많은 수업을 들으며 자신의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해외 인턴쉽으로 향후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언어 능력 또한 키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게다
가 저희 학과 폴보퀴즈 조리전공은 프랑스에 위치하고 있는 “Institut
Paul Bocuse” 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진행중이며, 졸업 후 본교와 같은
프랑스 학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 프랑스에 가지 않아도 동일한 학위
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선택에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의문점과 두
려움을 느낍니다. 아마 이 글을 보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첫발
을 딛는 만큼 여러 생각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걱정도 많을 시기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굉장히 개성 있고, 특별함을 담은 학과입
니다. 조리에 대해 모르시는 학생도 충분히 수업에 따라오실 수 있으며 조
리 분야에 열정이 넘치는 학생이라면 그 열정을 배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학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로를 고민하시는 학
생 여러분 걱정은 잠시 넣어두고 여러분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충분한 폴보퀴즈조리전공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길 바랍니
다.

취업현황

▶ 입시준비

•박*현 (21년 졸업) 서울 보르고 한남 레스토랑
•백*연 (21년 졸업) 서울 제로 컴플렉스 미슐랭 1스타
•김*빈 (21년 졸업) 서울 용산 드래곤 시티 호텔
•천*민 (21년 졸업) 대구 메리어트 호텔
•송*윤 (21년 졸업) 두바이 페어몬트 호텔
•이*원 (22년 졸업) 서울 롯데호텔
•이*석 (22년 졸업) 두바이 LPM 레스토랑
•최*나 (22년 졸업) 미국 애틀랜타 하얏트 리젠시 호텔
•이*정 (22년 졸업) 미국 애틀랜타 하얏트 리젠시 호텔

호텔외식조리대학

※ 취업학생 명단은
폴보퀴즈조리전공
모집단윈 신설 전
폴보퀴즈과정
수강생들의 취업자
명단임.

•조*경 (20년 졸업) 프랑스 리옹 Institut Paul Bocuse
•박*웅 (20년 졸업) 프랑스 안시 Clos des sens 미슐랭 3스타
•이*민 (20년 졸업) 서울 스와니예 미슐랭 1스타
•권*정 (20년 졸업) 서울 시그니엘 호텔 스테이 미슐랭 1스타
•서*연 (20년 졸업) 미국 하얏트 리젠시 워싱턴 DC
•이*지 (20년 졸업) 서울 포시즌스 호텔
•박*현 (20년 졸업) 프랑스 리옹 Le passe temps 미슐랭 1스타
•문*빈 (20년 졸업) 서울 권숙수 미슐랭 2스타
•문*경 (21년 졸업) 홍콩 블랙쉽 레스토랑
•전*형 (21년 졸업) 서울 콘피에르 레스토랑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Q. 진로 고민을 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Q. 폴보퀴즈 조리전공의 특징과 장점

철도물류대학

수업은 굉장히 맘에 듭니다. 교수님은 최선을 다해
저희를 가르치시고 끝까지 이끌어 나가 주십니다.
수업의 경우 실습과 이론의 비중이 골고루 섞여 있
어 저의 지식과 실력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전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맘에 듭니다.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영어나 외국어를 사용하
며 실제로 언어 상승에 크나큰 기여를 받아 그동안의 저의 성장에 많은 도
움을 주었습니다. 블록제를 실시하며 매 주 시간표가 달라 여러 과목을 쉽
게 접하는 부분도 굉장히 맘에 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의 학
과와 학업 만족도는 아주 만족하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송대학교 폴보퀴즈에 진학하여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만족하며 후회
없는 학교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엔디컷국제대학

저는 평소 조리에 관심이 많아 남들보다 빠른 시작
을 위해서 중학교 졸업 후 조리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위주의 형식적인 수업만
진행하는 학교 수업을 몇 년 동안 듣다 보니 조리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전보다 많이 줄어 들었고, 한동안 다른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하
지만 그런 시기에 지인을 통해 우연히 우송대학교 폴보퀴즈 조리전공에 대
하여 알게 되었고 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틀에 박
힌 조리 교육이 아닌 조리, 제빵, 제과, 와인, 음료, 마케팅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수업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상위권의
학생들뿐만이 아닌 재학중인 모든 학생들에게 인턴쉽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배워보고 싶었던
저는 폴보퀴즈 학과에 꼭 진학 하고 싶다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TIP!
영어, 제2외국어, 생명과학, 기술가정, 양식, 제과제빵, 영양학, 식품학

학
인

• 조리 및 음식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
• 원만한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이 있는 학생
• 요식 및 서비스업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 보람을 느끼는 학생
•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과 빠른 대처능력을 갖춘 학생

과 적
· 적

합
성

전공관련활동

• 대학 전공체험 및 직업체험활동
• 요식업 및 환대산업 관련 박람회 참여
• 요리 및 음식 콘텐츠 관련 동아리 및 봉사 활동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셰프의 탄생 / 마이클 룰먼
• 패턴으로 익히는 생생 조리영어 / 이수부 외
• 요리학교에서 배운 101가지 / 루이스 이구아라스 외

보건복지대학

전공 관련 교과목

• 음식, 셰프, 요리, 레스토랑 산업에 대한 다양한 영화
또는 다큐멘터리
• 온라인 뉴스레터 및 산업 트렌드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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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조리학부
/ 글로벌외식창업전공
Global Restaurant &
Entrepreneurship Major

http://sires.wsu.ac.kr
T. 042-629-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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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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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경영관리사, 국제 위생
사 자격증, 티소믈리에, 커피
SCAE 공인자격증, 조주기능
사 자격증,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 국제바텐더 자격증,
와인WEST 공인자격증, 조
리기능사 자격증 (한식, 양
식, 일식, 중식, 복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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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교육과정
학 년
1학년

기초 요리, 식음료 관리 기초, 한식, 기업가정신 입문, French Bakery 기초,
글로벌외식창업전공 영어

2학년

서비스업의 인사경영, 기업가정신2(레스토랑 실습). Escoffier, 식음료서비스와 기술,
서비스업을 위한 혁신적 기술, 메뉴기획, French Pastry 기초

3학년

와인 소믈리에(실습), 기업가정신3:재정관리, 식품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마케팅, 와인과
식품 관광업, 현대 식음료 관리의 문제와 전략, 현대 아시아 요리, 창의적 연회와 행사
계획

4학년

Specially Coffee, 서비스업 고객관리, 레스토랑 구성 및 설계, 서비스업 창업 프로젝트,
서비스업 리더십 덕목, 기업가정신4：레스토랑 개발과 운영, 캡스톤 프로젝트, 식음료
페어링 및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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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전문
기업, 소믈리에, 티마스터,
푸드스타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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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교과목

미니인터뷰
글로벌외식창업학과 20학번

김*민

김*진


Q. 글로벌조리학부 글로벌외식창업전공은 무엇을
배우는 학과인가요?


Q. 캠퍼스 생활이 궁금해요

Q. 글로벌외식창업전공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 입시준비

신입생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외식창업전공에 입학하게 될 후배 여러분
대학 생활을 앞두고 많은 기대와 걱정에 설레고 있을 여러분을 생각하니
저의 신입생 시절이 생각납니다. 저의 대학 생활의 모토는 ‘노는 것도 열
정적으로, 학업도 열정적으로’ 였습니다. 저는 노는 것 또한 배움의 일부
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전공과 꿈을 가진 학우들과 친분을 쌓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꿈꾸던 본인의 모습이 되어있을 거예요. 저희 글로
벌조리학부 글로벌외식창업전공에 입학하여 상상하던 모든 것들을 이루
고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TIP!

전공 관련 교과목

과 적
· 적

합
성

사회, 과학, 영어, 수학, 기술가정
호텔외식조리대학

학
인

Q. 신입생이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신입생, 그리고 후배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2학년밖에 안 되었지만,
짧고 굵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학교에서 전공에 관한 지식을 쌓
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가며 배우는 것 또한 매우 값진 시간과 경험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아리 그리고 학생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며 좋
은 사람들을 만나가며 소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
교, 그리고 자신의 전공에 애정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글로벌학과이기에 영어로 진
행되는 수업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의기소침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서투를 수 있어도 학년별로 맞춰진 커리
큘럼대로 수업 받아 보면 학기가 지날 수록 영어 실력이 향상되어 있을 것
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모두 보람과 배움이 가득한 학교생활이 되길 바랍
니다.

‘글로벌외식창업전공’ 학과 명을 생각하면 모두가 창업할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창업뿐만 아니라 호텔 및 리조트, 프랜차이즈 메뉴 개발부서, 창
업 컨설턴트, 대기업 외식업체 등 다양한 진로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는 졸업 후 저만의 카페를 창업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창업
수업과, 창업 관련 학술제, 교내/외 대회를 통하여 저의 계획을 구체화하
고, 많은 교수님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꿈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Q. 신입생이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Q. 졸업 후 진로가 궁금해요

철도물류대학

글로벌외식창업전공은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조
리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주입식으로 요리 지식과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우송대학교 글로벌외식창업공에서 받는 교육의 질은 매우 특별합
니다. 학교에서는 언제든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할 준비가 되
어있는 것이 보이며, 교수님들께서는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설
명하며 조리 지식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과에서 차별화된 교육을
받으며 전공에 관하여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느낍니다.

캠퍼스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전공을 가진 친
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세히 알지 못했던 분야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의 다
양한 전공과 저의 전공을 접목해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고, 다른 학우
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즐겁고 새롭습니다. 현재
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 수업과 학우들 간의 교류가 전보다는 활발하지 않
지만, 실습수업을 통해 등교하며 다양한 꿈과 진로를 가진 학우들과의 만
남은 항상 설렙니다. 공강 시간에는 SICA 건물에서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
는 스타리코(STARICCO)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간단하게 식사
를 해결하곤 합니다. 또 일과가 끝난 저녁시간에는 학우들과 운동장에 모
여 조깅을 하거나 간단한 운동을 하며 캠퍼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엔디컷국제대학

글로벌외식창업전공은 외식, 그리고 경영과 관련된
지식을 쌓는 학과입니다. 조리 실습과 경영을 집중
적으로 배우며 글로벌 외식 경영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자면
“SOL PINE”이라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며 식당
운영에 관한 서비스, 예절 등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교수님께 배
우는 양식조리수업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지 교수님들에게 양질
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수업들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3학년부터는 국외 인턴십에 참가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제가 생
각한 우리 학과의 강점은 요리뿐만 아니라 경영과 언어를 복합적으로 배
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글로벌조리학부 글로벌외식창업전공 21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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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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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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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조리
학부
/ 외식조리전공
School of Culinary Arts

Bring up World-class Chefs and Entrepreneurs
in Food Industry
•아시아 최고 외식조리경영대학
•글로벌 융합형 조리인 양성
•과학적 조리교육 시스템
•외식산업의 발전에 발맞춘 전문가 양성

http://culinary.wsu.ac.kr
T. 042-629-6821

학 과 개 요
최첨단 실습실과 강의시스템을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감각이 뛰어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효과적인
교육과정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외인턴십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를 비롯한 해외 어느
곳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최고의 요리 전문가이면서 외식산업, 급식 및 유통에 관련된 외식산업경영 전문 능력을
함양한 전문 조리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은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10개국 출신의 외국인 쉐프 외 특1급 호텔 총 주방장 및 총 제과장 출신의 전문 쉐프들로 구성된
최고의 교수진과 국내 최대 최첨단 실습실과 강의 시스템을 갖춘 국제 수준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레스토랑과 창업학습으로 창업기회를 부여하고, 해외인턴십을 통해 풍부한 외국어 능력과
해외 적응력을 배양합니다.

교 육 목 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 조리인 양성
•발전하는 의식, 식음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양성
관련자격증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일
식, 중식, 제과제빵, 복어),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장,
2급위생사, 수산제조기사 2
급, 조주기능사, 바리스타,
소믈리에, 식품제조기사 2급

졸업 후 진로
호텔 및 전문식당 조리사, 체
인형 식당, 단체급식업체, 식
음(조리)관련 연구소, 교육
기관, 요리관련 전문가, 공무
원(식품위생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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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기초조리실습, 식재료구매 및 창고관리실습, 조리입문, 세계음식과 문화, 제과제빵,
에스코피에, 부처실습, 외식경영 및 관리학, 영양학, 한국음식기초및식문화

2학년

가드망제, 외국조리, 주방환경의이해, 레스토랑서비스실습, 레스토랑주방실습, 위생학,
외식마켓팅, 고급한국조리실습, 가드망제, 조리원리, 아침조리실습, 초콜렛아트실습,
한식메뉴개발, 현대디저트와케이크, 한식메뉴개발

3학년

외식창업실습, 조리교과논리및논술, 조리과학, 조리교재연구및지도법, 궁중음식실습,
메뉴개발실습, 중국요리실습, 현대아시아요리실습, 특수목적메뉴개발, 메뉴분석 및
계획, 슈가아트실습, 한식디저트

4학년

캡스톤디자인, 와인과음료, 푸드스타일링실습, 식품가공, 조리교육론, 전통주실습,
이탈리아요리실습, CulinaryCoaching, 일본요리실습, 분자요리실습

학과동아리
•I.C : 양식동아리 (지도교수 : Cardens Oralia Maribel)
•심즈노트 : 메뉴개발동아리 (지도교수 : 이성희)
•Chef Gate : 창업동아리 (지도교수 : 오석태)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남방애 : 한식동아리 (지도교수 : 박경식)
•C.A.N : 대회동아리 (지도교수 : 서용국)
•피에스몽테 : 제과제빵동아리 (지도교수 : 손승근)
•쁘띠쁘르 : 제과제빵동아리 (지도교수 : Onno Yoichi)
미니인터뷰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17학번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18학번

김*길

정*헌





現)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정교사

▶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사립 정교사 시험 김*길 합격

TIP!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 20~21창업
•노*민 (20년도 졸업) 어부이야기
•이*해 (20년도 졸업) 딜리셔스푸드
•이*희 (19년도 졸업) 제주빽돼지
•이*혁 (17년도 졸업) 로얄라멘
•박*형 (21년도 졸업) Pinprick

호텔외식조리대학

▶ 입시준비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66.1%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취업률 및
취업현황

•전*우 (21년도 졸업) 스페인 무가리츠
•윤*승 (20년도 졸업) 삼성웰스토리
•김*형 (20년도 졸업) 삼성웰스토리
•강*호 (20년도 졸업) 파크하얏트호텔
•채*지 (20년도 졸업) 임프레션
•고*호 (21년도 졸업) 리스토란테 에오
•정*진 (21년도 졸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미 (21년도 졸업) 조선호텔
•곽*상 (22년도 졸업) 그랜드 워커힐

철도물류대학

안녕하세요. 외식조리전공 17학번 김*길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방향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외식, 조리라는 공
통분모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더
듬더듬 서툰 걸음을 나아가고 있으시다면 우송대학교 외식조리전공의 우
수한 교수님들과 교육과정은 여러분의 앞길을 밝혀줄 환한 가로등이 아
닐까 싶습니다.
무엇을 믿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궁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송대
외식조리전공의 자랑거리 첫 번째는 실습 비중이 높아 조리 실력이 크게
향상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교수님들 모두가 한 분야의 최고 전
문가이시기 때문에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상세한 내용들도 생생하게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하고 상세한 로드맵입니다. 외식조
리전공이라는 큰 틀 안에서도 조리교사가 되기 위한 교직이수과정, 자신
이 꿈꿔오던 창업을 위한 창업실습과 창업 프로그램, 프랑스 제과제빵 과
정인 INBP 등 외식조리의 어느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폭넓고 상세한
커리큘럼이 여러분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는 선, 후배의 교류입니다. 졸업 후 외식조리의 길을 먼저 나아간 선배로
부터 후배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배들이 직
접 부딪히고 겪어본 내용을 전해 들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도움을 적극
적으로 받을 수 있고 고민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송대학교 외식조리전공을 통해 훌륭한 조리인으로 거듭날 여러분께 항
상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을 다니면서 느낀 장
점을 소개하자면 먼저 학과 커리큘럼이 독보적인 것입
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조리과 대학과는 다르게 블록제
실습을 얘기 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한식, 양식,
중식 3가지 실습을 1주일 안에 월,화,수 듣는다면 집중
도 안되고 어려울텐데, Block수업을 수강하게 되면 3주 동안 한가지 실습을 집
중적으로 수강하여 전문적이고 집중도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실습 교과목이 있습니다. 학원이나 고등학교에서 배우
는 자격증 실습이 아닌 고급 한식 수업이나, 부처, 이탈리아 요리 실습 등 세계
다양한 요리를 처음 접해볼 수 있다는 점과 요리를 처음 하는 학생도 쉽게 따라
갈 수 있는 수업이라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이라 하면 창업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리과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꿈이 있을 텐데 마지막 최종 목표는 자신
의 가게를 창업하는 것이라고 많은 학생들이 답변을 합니다. 저희 학교는 3학
년 때 솔반이라는 독보적인 창업 수업을 갖추고 있어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
들이 메뉴 개발, 발주, 재고관리 홀운영, 인테리어 등을 하여 자신들의 메뉴로
실제 손님들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과정을 배우는 좋은 수업이자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판매하는 음식의 맛이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식재료 메
뉴얼화가 필수인데 이것을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우고 직접 실습을 하는 점이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창업 프로그램, 학과동아리 활동, 교내 행사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자
신의 목표를 설계하여 원하는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엔디컷국제대학

졸업 후 이력

과 적
· 적

합
성

기술가정, 생명과학, 영어, 한식·양식·일식·중식 조리, 제과제빵, 식품학, 영양학
• 조리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
• 배려심과 협동심이 있는 학생
• 도전정신이 뛰어나고 창의력이 뛰어난 학생
• 교내외 메뉴 경연 및 창업경진대회 참여
• 각종 대회 및 레시피 공모전 참가
• 푸드 박람회 견학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조리 입문, 조리 용어 사전 등
• The Professional Chef
• 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 Basic Western Cuisine / 김장호
• 기타 조리에 대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전공 관련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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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조리
학부
/ 한식·조리과학전공
Korean Culinary Arts and Science

Bring up World-class Chefs and Entrepreneurs
in Food Industry
•창의적 인재 양성 (Development of Creativity)
•국제적 마인드 인재 양성 (Development of Global Mind)
•전문 한식 셰프 양성 (Cultivation of Professional Korean Chefs)

http://culinaryos.wsu.ac.kr
T. 042-629-6560

학 과 개 요
과학적 한식조리의 이해 및 기술교육을 위해 전통 한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학교 교육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인턴십 및 현장 실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에서 익힌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실제 창업
운영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현장 능력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식의 기초를 정확히 이해하고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한식 셰프 양성을 위해 조리교육과 외국어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자격증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일
식,중식, 제과·제빵, 복어),
조리산업기사(한식,양식,일
식,중식,복어), 조주기능사,
조리기능장, 떡제조기능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수
산제조기사, 식육가공기사,
위생사

졸업 후 진로
국내·외 최고급 한식 레스토
랑 조리사, 해외 공관 한식전
문 조리사, 해외 한식당 경영
자(Owner-chef), 해외 한식
조리 강사, 국내·외 호텔, 리
조트, 전문외식업체(패밀리
레스토랑, 패스트푸드 등),
단체급식업체 관리자, 메뉴
컨설턴트, 산업체 테스트 키
친 주방장, 식품 관련 제품
관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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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목 표
•국제적 최신 교육의 조류에 발맞추어 능숙한 영어 구사력 배양
•다변화 되어가는 국제화, 전문화, 기능화 시대에 음식 문화의 다양성 이해
•실습 위주의 질 높은 조리 기술 습득을 통한 고급 전문 인력 양성

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한국음식기초 및 식문화, 기초조리실습, 식품재료학, 세계음식과문화, 제과제빵,
경영의기초, 고급한국조리실습, 부처실습, 조리입문, 영양학, 에스코피에, 식품재료학

2학년

궁중음식실습, 외식마케팅, 위생학, 주방환경의이해, 전통병과실습, 조리원리,
김치및장류실습, 고급한국조리실습, 레스토랑서비스실습, 레스토랑주방실습

3학년

푸드코디네이션, 발효음식, 한식당창업론, 원가관리, 조리과학, 한식당창업실습,
한식전통조리서해석 및 실습, 외식경영학, 식품위생관계법규, 향토음식

4학년

캡스톤디자인, 사찰음식, 해외공관조리실습, 가드망제실습, 중국조리실습, 와인과음료,
전통주실습, 식재료구매 및 창고관리, 한식전통조리서해석 및 실습, 의례상차림

학과동아리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한식메뉴개발 : 한식 메뉴 개발 동아리 (지도교수 : 신미경)
•엄마의 밥상 : 한국의 전통 장과 발효음식 등을 연구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박영란)
•쌈 : 외식 경영, 창업 동아리 (지도교수 : 김혜영)
•월드셰프 : 글로벌 한식 레스토랑 조리 연구 동아리 (지도교수 : 박경심)
•도담도담 : 요리봉사동아리 (지도교수 : 김혜영, 이인숙)
미니인터뷰
외식조리학부 글로벌한식조리전공 20학번

(카페베네 본사 근무)

우*영



강*민



▶ 입시준비

▶ 20~21창업
•원*혜 (21년도 졸업) 여백의미

TIP!

과 적
· 적

합
성

호텔외식조리대학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정*현 (20년도 졸업) 르메르디앙
•반*경 (20년도 졸업) 비알코리아
•고*구 (21년도 졸업) 덕인관
•박*현 (21년도 졸업) 세컨드홈
•최*은 (21년도 졸업) 차리다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강*민 (20년도 졸업) 카페베네 본사
•임*은 (20년도 졸업) 현대그린푸드
•황*성 (20년도 졸업) 삼성 well story
•나*린 (20년도 졸업) 롯데시티호텔
•이*헌 (20년도 졸업) 울산현대호텔
•나*진 (20년도 졸업) ’벨루가아뜰리에‘ 창업
•이*헌 (20년도 졸업) 농식품융합연구원
•임*솜 (20년도 졸업) ㈜ 우리식품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취업률 및
취업현황

안녕하세요 저는 2020학년도에 수시전형으로 입학
한 우*영입니다.
저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호텔에 취업
을 하였다가 다른나라 음식을 배우기 전에 우리 나
라 음식을 더 자세히 배워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
게 우송대학교 글로벌한식조리전공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글로벌한식
조리전공에서는 기본적인 한식은 물론 발효, 김치, 장류, 전통주 등 쉼게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이 학교에 진학해야겠다고 결심했습
니다. 전국에 조리를 전공하는 과는 많이 있지만 한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과는 많지 않기 때문에 훗 날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과에서는 자격증이 없는 학생들도 기초실습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한식조리기능사를 취득하고 산업기사까지 취득할 수 있
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선 후배들
끼리 조리지식도 공유하고, 한식 메뉴개발, 전통장류, 김치류, 전통주 등
직접 만들면서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한식조리전공 진학
을 희망하시는 여러분들도 입학하셔서 글로벌한식조리전공과 함께 여러
분의 꿈을 키워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철도물류대학

한식·조리과학전공 예비 후배님들 안녕하세요. 카
페베네 본사에서 근무중인 14학번 강*민입니다. 저
희 학과에서는 한식 조리학도로서 차별화된 나를 만
들어갈 수 있는 전통 한식, 발효, 위생학 등에 대한 전문적인 한식 관련 커
리큘럼 및 조리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수님들 또한 전문적인지
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여 주십니다. 덕분
에 저 또한 교수님들의 많은 지도와 학과에서의 강의를 들은 경험을 가지
고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한식·조리과학전공은 선발된
인재들로 하여금 한국인 셰프로서 한식이라는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국격을 넘어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교
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한식뿐만 아니라, 외식산업에서도 그 능
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국내외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인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실
겁니다. 국내 최고 한식·조리과학전공의 예비 동문들을 진심으로 환영합
니다.

62.3%

엔디컷국제대학

외식조리학부 글로벌한식조리전공 14학번

영어, 제2외국어, 기술가정
• 조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자질과 체력을 갖춘 학생
• 팀 활동에 적합한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진 학생
• 남을 배려하는 한식의 마인드를 평소 실천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학생
• 고된 요리 준비를 묵묵히 수행할 수 있는 인내와 끈기를 갖춘 학생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조태권의 문화보국 / 조태권
• 세계의 한식을 맛보다 / 농촌진흥청
• 한국 음식 세계를 향한 도전 / 문병훈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 한식 체험 학습
• 교내외 메뉴 경연 및 각종 대회 참가
• 음식 전시회 참가, 조리대회 참가
• 요리 관련 활동 및 다양한 한식 조리 체험 활동
• 한식 및 한국 문화 관련 독서 활동
• 한식이 세계를 경영한다 / 문화관광부
• 음식과 몸의 인류학 / 캐롤M코니한
• 한국의 음식문화 / 윤서석, 윤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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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조리
학부
/ 외식,조리
경영전공
School of Culinary Arts,
Foodservice and Culinary Arts
Management Major

http://foodservice2.wsu.ac.kr
T. 042-630-9250

관련자격증
조리기능사 자격증, 조주기
능사 자격증, 제과제빵기능
사 자격증, 국제 바텐더 자격
증, 와인WSET 공인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 외식경영
관리사, 국제 위생사 자격증,
티소믈리에, 커피 SCAE 공
인자격증

Cultivating Professionals in Food Service & Culinary Arts
Management
•글로벌시장을 주도할 창의적 외식경영전문가 양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갖춘 외식산업의 리더 양성
•최첨단의 조리교육 시스템에 근거한 미래의 식음료 전문가 양성

학 과 개 요
최첨단 조리시설에서 최고 교수진의 지도로 창의적인 글로벌 외식경영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본
전공에서는 조리기술 뿐만 아니라 외식산업 운영관련 실무능력을 함양하고자, 한국·서양음식의 기초 및 고급
조리실습 등 다양한 조리실습 과목과 외식창업론 및 외식산업 상권입지 분석 등 폭넓은 경영이론 및
실무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교육과정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외
인턴십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국내를 비롯한 해외의 어느 곳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최고의 요리 전문가이면서
외식산업, 급식 및 유통에 관련된 외식산업경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 육 목 표
•외식산업의 발전에 발맞춘 전문가 양성

전공교육과정

졸업 후 진로
•외식업체 : CJ 푸드빌, 스
타벅스, SPC 그룹, 이랜드
그룹 등의 외식업체
•호텔 : 롯데호텔, 워커힐,
신라호텔, 하얏트호텔,
We s t i n 조 선 호 텔 ,
Starwood호텔 계열 등의
호텔
•유통업체 : CU, 홈플러스,
이마트, 미쉘린 등의 다양한
유통 전문 업체
•그 외 외식 컨설팅업체, 항
공사, 금융기관, 회계 관련
분야, 웨딩전문 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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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식품위생및HACCP, 경영학원론, 3S, 조리용어및기초조리실습, 에스코피, 외식경영론,
조리원리와영양, 외식창업조리실습-한국조리, 제과제빵, 음료학개론

2학년

외식산업인적자원관리, 외식창업조리실습-외국조리, 외식창업조리실습-중식조리,
레스토랑경영론, 외식창업조리실습-일식조리, 서비스매너실습, 외식마케팅, 회계원리,
레스토랑메뉴개발, 푸드스타일링실습, 외식서비스특론, 현대프랑스조리,
외식트랜드분석프로젝트

3학년

레스토랑경영현장실습, 외식프랜차이즈시스템, 외식산업상권입지분석, 레스토랑시설/
설비디자인, TableService실습, 외식산업시장조사프로젝트, 와인과소믈리에,
외식창업론, 캡스톤디자인(졸업과제연구), 메뉴분석및계획

4학년

경영정보의분석과활용, ServiceSectorEnglish, 외식소비자행동론, 단체급식관리,
외식산업현장연계취업컨설팅, 외식창업컨설팅론

학과동아리
•BACCHUS(칵테일 & 커피 동아리) : 칵테일과 커피를 배우며 Beverage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자격증 취득·Beverage 경연대회 참가·
학술제 및 축제 등의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음료 제조 기술과 서비스 능력을 습득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장윤정)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T.O.C : 조
 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실습을 기반으로 학과 관련 대회 및 공모전에 참가해 수상하며 조리 실력을 향상시키고 취업·창업 시 도움이
되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동아리 (지도교수 : 장윤정)

•달보드레 (제과제빵 & 디저트 동아리) : 제과제빵 및 디저트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 실습활동과 각종 관련 대회를 참가 하며 재능기부와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해 실무 경험 쌓는 제과제빵 및 디저트 동아리 (지도교수 : 이솔지)

•star:er(창업 동아리) : 창업 관련 각종 견학 및 체험과 팝업 스토어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실무적, 이론적 내용을 직접 적용하고
활동해 향후 진로에 도움을 주는 목적을 가진 동아리 (지도교수 : 홍성일)

미니인터뷰
외식,조리경영전공 20학번 (학생자치위원회장)

곽*지

김*아





▶2019학년도 호텔외식조리대학 창업메뉴경진대회 왕중왕전 동상 1팀
▶2019 제 4회 삼양 이건 드림 요리장학생 선발대회 최우수상 1팀
▶2019 광주김치응용요리대회 광주광역시장상(우수상) 1팀
▶2020 KOREA 월드푸드 챔피언쉽 최우수상 1팀, 금상 2팀, 은상 2팀
▶2021 KOREA 월드푸드 챔피언십 금상 3팀, 은상 3팀, 동상 1팀
▶2021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 금상 2팀, 은상 5팀, 동상 2팀
▶2021학년도 호텔외식조리대학 창업메뉴경연대회 은상 1팀, 동상 1팀
•강*훈 (21년도 졸업) 연회장 창업
•양*영 (21년도 졸업) (주)심플프로젝트컴퍼니
•이*환 (20년도 졸업) 기원푸드 창업
•곽*지 (20년도 졸업) 샘표식품 연구팀
•방*호 (19년도 졸업) 하얏트 리젠시 호텔
•임*솔 (19년도 졸업) 카타리나브런치카페 창업
•김*주 (19년도 졸업) 월간외식경영
•황*택 (19년도 졸업) 호전분식, 상하이마라탕 창업

•홍*진 (19년도 졸업) 현대 HDC안다즈서울강남호텔
•이*민 (18년도 졸업) 하나호텔리조트
•박*지 (18년도 졸업) SPC
•최*덕 (18년도 졸업) 롯데호텔
•정*희 (18년도 졸업) 더플레이스
•정*훈 (18년도 졸업) 송화양조장 창업
•신*우 (18년도 졸업) 풀무원 롯데리조트
•남*우 (18년도 졸업) 팁시 창업

TIP!
국어, 영어, 컴퓨터, 자연과학, 조리 관련 교과목

전공관련활동

• 각종 조리경연 대회 및 레시피 공모전
• WORLD FOOD TREND 박람회
• 직업체험활동,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 지속적인 봉사활동
• 자격증 취득 – 조리 기능사, 제과제빵 기능사, 컴퓨터 활용능력 등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창업 성공을 위한 기업가정신과 리더십 / 홍성호
• 조리기술과 용어의 이해 / 함형만 외 2인

보건복지대학

합
성

• 외식경영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
• 외식산업 분야 경험을 즐겨 할 수 있는 학생
• Food & Beverage 또는 조리에 대한 흥미와 리더십이 있는 학생
• 창의력이 풍부하고 긍정적인 사고가 있는 학생
• 외식경영자로서 성공을 하려는 포부가 있는 학생
• 카페,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 있는 학생

과 적
· 적

호텔외식조리대학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 입시준비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58.7%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저는 조리고등학교를 다니며 남들보다는 빠르게 조
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리라는 작품이 고객에게 선
보이기까지의 근본과 과정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공
부하고 싶어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경
영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조리를
배움으로써 실습을 통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며 이에만 치우치지 않고
경영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외식경영인으로서의 자세와 경영기술,
사교능력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업을 포함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접하면
서 다른 곳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경험을 하며 제 삶의 양식을 쌓아 나
가고 있습니다. 조리를 시작하고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저
자신에 대한 의심이 있었지만 학교생활을 하면서 제 진로에 대한 선택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송대학교 외식,조리경영전공
에서 외식 트렌드에 발맞춰 외식산업을 이끌어가는 외식경영인으로서 성
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물류대학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부 외식산업경
영전공 17학번 곽*지입니다.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식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외식경영에 매력을 느껴 외식산업경
영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공에서는 외식
경영인으로서 필요한 조리 기술과 외식산업의 제반 지식을 동시에 습득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들에 참
여할 수 있어 외식산업에 적합한 전문가로 성장할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회 삼아 다양한 경영 지식과 조리기술을 습득하였고, 스
페인 교환학생 생활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몸소 체득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샘표식품 연구소에서 인턴 생활을 거쳐 현재 샘표식품 본사 우
리 맛 연구팀에서 식재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을 즐겁게 즐기
시되, 다양한 루트를 통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필요한 정보들을 스스
로 최대한 얻어 많은 기회를 잡아 원하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취업률 및
취업현황

엔디컷국제대학

외식,조리경영전공 17학번 (샘표 우리 맛 연구팀)

• 소자본 외식창업 바이블 / 오경수 / 2018
• 외식의 품격 / 이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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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조리
학부

Train global bakery technicians to lead the future
•글로벌 Hospitality 마인드를 지닌 제과제빵조리 인재 양성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제과제빵조리 전문가 양성

/ 제과제빵·조리전공
School of Culinary Arts,
Baking&Pastry Culinary Major

http://bpc.wsu.ac.kr
T. 042-630-9250

관련자격증
기능사(한식, 양식, 제과, 제
빵)조리산업기사, 제과산업
기사, 위생사, 조주기능사,
식품제조기사, 플라워케이
크 디자이너, 케이크디자이
너, 베이커리위생관리사, 쇼
콜라티에자격증, 바리스타1
급•2급자격증, 마지팬디자
이너, 떡제조기능사

학 과 개 요
제과제빵조리전공은 4년제 제과제빵조리 전공과정으로 제과제빵, 외식조리산업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제과제빵 조리에 관한 이론 및 실무기능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학습하여
4차산업 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조리를 겸비한 제과제빵 조리분야 의 “창의 융합형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및 국내 특1급 호텔의 총주방장,
수석제과장 출신 등 우수한 전문 교수진들의 외식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육성하며, 직접 창업을 체험할 수 있는 창업시뮬레이션 교과목이 운영되어 졸업후 취업과
창업을 모두 준비할 수 있는 현장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 육 목 표
•제과제빵·조리분야의 핵심적인 조리 기술과 예술적이며 창의적인 역량 개발
•제과제빵·조리분야의 현대적인 융합·응용역량 과학적 사고 확대와 메뉴R&D 역량 개발
•지성과 인격을 갖추며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역량 개발
•제과제빵·조리분야 산업의 창업 및 경영 실무 역량 개발

전공교육과정
학 년

졸업 후 진로
호텔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양산베이커리, 개
인유명제과점, 제분회사, 유
지회사, 제과제빵학원, 직업
전문학교, 문화센터, 고등학
교 방과 후 교사, 외식 및 조
리 관련 업체, 디저트전문업
체, 홈베이킹 창업, 제품개발
실, 제품 품질관리실

74

전공 교과목

1학년

기초제과제빵원리실습, 기초조리실습, 식재료구매 및 창고관리, 조리입문,
세계음식과문화, 케익 디자인 원리실습, 에스코피에, 영양학, 외식경영및관리학,
한국음식기초및식문화

2학년

주방환경의이해, 플레이트 드로잉 실습, 위생학, 제과제빵학, 외국조리, 외식마케팅,
빵공예실습, 현대브런치 실습, 조리원리, 아침요리실습

3학년

초콜렛과 마지팬 실습, 커피 로스팅 및 바리스타, 자연효모 제빵실습, 가드망저,
한국전통디저트, 메뉴개발실습, 초콜렛 및 슈가 공예실습, 현대프랑스요리, 조리과학

4학년

캡스톤디자인, 와인과음료, 제과제빵 및 카페 창업실습, 식품가공, 조리교육론, 현대
디저트 실습, 이탈리아요리실습, 테마케익실습, 푸드스타일링실습

전공운영방안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제과제빵조리 실습의 블록식 집중 실습교육
•세계적 수준의 프랑스 국립 제과제빵 코스 “INBP”선택이수(3학년 1년간)
•수직 계열화된 제과제빵조리 글로벌 창의 융합교육
•유럽 및 일본 제과제빵 전문가 연계교육
•베이커리 및 카페 연계 창업 및 교내 창업실습 교육
•국내 최대 최첨단 실습실과 강의 시스템을 갖춘 국제적 수준의 실습시설
•슈가아트, 초코렛공예, 데커레이션 테크닉, 플레이트 드로잉, 발효종, 테마케이크 등 심화교육
•제과제빵조리, 외식경영, 창업역량등 의 융합직무를 갖춘 전문파티쉐 인재양성

엔디컷국제대학

▶ INBP과정

철도물류대학

•세계 최고의 제과제빵 학교이자 프랑스 최고 권위의 국립 제과 제빵 학교인 INBP의 과정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2번째로
INBP 정식 Diploma과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1년의 과정을 통해 Diploma를 취득할 수 있으며 실제 합격률이 90%이상입니다.
명성이 높은 INBP Pâtisserie-Chocolate diploma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우수한 프랑스 교수에 의해 제공되는 고품격 실습 수업입니다.
 든 수업은 INBP의 레시피로 프랑스 교수님의 지도 아래 수업이 진행된다. 프랑스 방식으로 모든 제품을 배우고, 전통적인 프랑스
모
제품들부터 요즘 현대식으로 재해석된 제품까지 실습하여 학습한다. 프랑스 레피시 그대로 재료 역시 맞추어 사용하되,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재료들에 한하여 한국식으로 변형하여 실습합니다.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TIP!

전공 관련 교과목

과 적
· 적

합
성

기술가정, 생명과학, 영어, 한식·양식·일식·중식 조리, 제과제빵, 식품학, 영양학

호텔외식조리대학

학
인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 입시준비

• 제과제빵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
• 배려심과 협동심이 있는 학생
• 도전정신이 뛰어나고 창의력이 뛰어난 학생

• 교내외 메뉴 경연 및 창업경진대회 참여
• 각종 제과제빵대회 및 레시피 공모전 참가
• 디저트&베이킹 박람회 견학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제
 과제빵학 / 프랑스 디저트 마스터 / Basic Chocolate Technic / 자연발효빵 / 기타 제과제빵에 대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전공 관련 도서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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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조리
영양학부
/ 바이오식품과학전공
/ 식품영양학전공
Culinary Nutrition Science

http://csnn.wsu.ac.kr

Foster Future Food Nutrition and Food Industry
Managing Experts Responsible for Nutrition and Health
•식품 영양지식과 조리기술을 융합한 영양 · 조리 서비스, 영양 사업 및 영양상담 인재 양성
•식품산업의 기능성 소재 개발과 식품가공, 식품위생안전 전문가 양성
학 과 개 요
바이오식품과학 전공과 식품영양학 전공의 두 분야로 이루어져 미래사회에 기여하는 현장 선도형의 창의력과
전문성이 높은 식품 개발 및 영양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 042-630-9380

관련자격증
바이오식품과학전공 식품기사, 식
품가공교사, 위생사, 생물공학기사,
각종조리기능사, 조리 산업기사, 유
통관리사, 조주사, 품질관리사
식품영양학전공 영양사, 임상영양
사, 위생사, 영양교사, 각종 조리기
능사 등

졸업 후 진로
•바이오식품과학전공
식품위생관리자, 가공식품 개발
자, 기능성식품 개발자, 조미가공
식품 개발자, 발효가공식품 개발
자, 식품 유통 관리자, 관능평가원,
품질관리자, 식품가공생산관리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환경연구
소, 국립보건원, 농촌진흥청, 한국
식품개발연구원, 생명공학연구소,
인삼연초연구소, 원자력연구소 식
품 분야, 식품 위생직 분야, 보건직
분야, 농림직 분야, 환경직 분야

교 육 목 표
•바이오식품과학전공
- 식 품산업 현장 선도형의 창의력을 갖춘 식품
전문가 양성
- 졸업생 업무역량에 대한 좋은 평가로 높은 취업률
선순환 구조 달성

전공교육과정
학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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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교과목
바이오식품과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1학년

식품재료학개론, 공중보건학, 기초화학, 기초위생학, 영양과건강, 식품학, 생물과학입문

2학년

기초생화학실험, 식품미생물학개론,
빅데이터와 식품관능평가,
식품미생물학실험, 식품위생법규, 식품화학,
식품위생, 식품생화학, 조리영양학

영양학, 조리원리및실습, 인체생리학,
영양병리학, 한국조리,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생활관리, 조리영양학

3학년

식품가공, 식품분석실험, 식품화학2,
식품가공실험, 발효식품학, 식품첨가물학,
식품저장, 기능성식이소재학, 식품품질관리

단체급식및실습, 임상영양학, 실험조리,
영양교육론, 고급영양학, 영양생화학,
식사요법및실습, 영양교재연구및지도법,
생애주기영양학, 기능성식이소재학,
식품품질관리

4학년

식품안전관리, 식품독성학,
식품위생관리실습,
식품바이오창의적종합설계1, 발효미생물학,
식품효소학, 식품생산관리, 식품포장학,
식품바이오창의적종합설계2, 졸업과제연구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영양판정 및 실습,
논리 및 논술, 식품위생관계법규, 급식경영학,
영양사현장실습, 식생활과문화, 질병과
식사요법, 식품가공및저장학,
지역사회영양학, 식품미생물학및실험

•식품영양학전공
영양교사, 임상 영양사, 보건 영양
사, 산업체 급식관리 영양사, 건강
증진센터, 헬스센터, 체중관리센
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개
발연구원, 농촌진흥청, 국립보건
원, 국립암센터, 식품산업체연구
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식품 영양 관련 정책 사업
및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업무, 식
품 영양 전문기자 및 PD, 상담 영양
사, 보건직 공무원, 위생직 공무원

•식품영양학전공
- 특화된 실무중심 교육으로 현장 적응력을 갖춘
우수한 영양전문가 양성
- 다양한 자격증 취득으로 영양 및 식품 분야로
진출

학과동아리
•ONE : 취업동아리 (지도교수 : 김성희)
•Re – spec : 학술동아리 (지도교수 : 유경옥)
•SFF : 학술동아리 (지도교수 : 윤준화)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식품생물소재 동아리 : 취업동아리 (지도교수 : 윤기홍)
•Live cell : 창업동아리 (지도교수 : 윤기홍)
•식품분석 동아리 : 학술동아리 (지도교수 : 이규희)

미니인터뷰
바이오식품과학전공 18학번

식품영양학전공 18학번

양*송

김*경





철도물류대학

“ 식품 분야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는다.”

저는 식품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만으로 우송대학교
외식조리영양학부에 입학하였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없이 진학했던 탓에 미래의 꿈이나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해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식품영양학이라는 학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
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외식조리영양학부의 교육과정을 따라 학업을 진
행하면서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식품영양학전공 학생으로서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조리 실습과 실
험, 현장실습 등 다양한 수업을 수강하면서 식품영양학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소양과 전문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소속 학부 학생회 임원으
로 활동하면서 학부 프로그램과 학부 학생들이 심혈을 기울여 참여 하는
학술제 등 여러 행사들을 개최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야에서 펼
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조언으로 넓은 시야와 다양한 시선을 갖도록 이끌어주시
는 교수님들 덕분에 식품영양학전공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먼저 떠올리는
영양사라는 직업 외에 상담영양사, 메뉴개발자 및 위생관리원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도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즐기고, 시도해보세요! 수많은 경험의 기회가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숨겨진 잠재력을 신나게 발휘할 예비 우송인분들을
응원합니다.

엔디컷국제대학

진로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던 저는 식품에 대한 많
은 관심과 식품분야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우송대학교 외식조리영양학부에 입학하여 바이오
식품과학전공을 선택하였습니다.
외식조리영양학부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기초과학
부터 시작하여 식품연구, 식품개발 및 식품가공 등 다양한 분야의 식품학
관련 학문을 심도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의 세심하고 열정
적인 지도와 학부 학생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제 미래를 위한 자
격증 준비를 비롯한 다양한 기회를 찾아 도전하며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을 준비하는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다면 나아갈 수 있지만 그 꿈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무게와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미래 식품산업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갖춘 우송대학교 외식조리영양학부에서 그것을 실천해보는 것
은 어떨까요? 저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을 적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 영양사 국가고시 합격률 5년 동안 90% 이상 유지
취업률 및
취업현황

▶ 입시준비

•강*민 (22년도 졸업) 세종청사 어린이집
•손*화 (22년도 졸업)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박*아 (22년도 졸업) 이천시 보건소
•이*인 (21년도 졸업)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왕*영 (21년도 졸업) 대천고등학교
•유*석 (21년도 졸업) 하림

TIP!
과학(생물), 기술·가정, 컴퓨터, 보건 교과 등
• 이론교육 및 실험·실습에 열정이 있는 학생
•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과 배려심이 있는 학생
•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학생
• 식품, 영양, 위생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

전공관련활동

• 학업 및 직업세계의 이해, 직업체험활동
• 생명 탐구반, 과학탐구·실험반 등 다양한 식품 관련 동아리 활동
• 공공시설, 복지시설 등에서의 지속적인 봉사활동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첨가물 / 아베쓰카사
• 가공식품(내 아이를 난폭하게 만드는 무서운 재앙, 식원성증후군) / 오사와히로시
• 우유의 역습 / 티에리수카르
• 당뇨, 기적의 밥상 / 이홍규
• 밥상의 미래 / 조엘펄먼
• 곰팡이가 없으면 지구도 없다 / 신현동

보건복지대학

합
성

과 적
· 적

호텔외식조리대학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52.6%

2021대학정보공시기준

•김*승 (22년도 졸업) ㈜대승바이오팜
•오*영 (21년도 졸업) LG아워홈
•이*영 (21년도 졸업) 크라운제과
•한*규 (20년도 졸업) 산업공해연구소
•박*희 (20년도 졸업) 바이오팩트
•김*우 (20년도 졸업) SPC양재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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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관광
경영학과
Department of Hotel & Tourism
Management

The Leader in Hotel & Tourism Management
for the 21st Century
•호텔관광 분야 전문인으로서의 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 및 외국어 집중교육을 통한 글로벌 서비스 인재 양성
•산학연계 기반의 다양한 실무교육 시스템

http://tour.wsu.ac.kr
T. 042-630-9760

학 과 개 요
호텔관광산업을 선도할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유럽형 실무교육 과정과
미국형 이론교육체계를 조화롭게 연계시킨 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지원해 줄 실무경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교수진, 그리고 실무교육을 위한 전문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 육 목 표
관련자격증
호텔관리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경영사, 소믈리에 자격
증, 바리스타자격증, 관광통
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컨벤션기획사, 문화유산해
설사, 이벤트기획사, 레크리
에이션 지도자, 사회복지 레
크리에이션 자격증, SMAT,
CS LEADERS, 컨벤션기획
사등

졸업 후 진로
국내외 호텔, 리조트, 크루즈,
카지노, 외식기업, 소믈리에,
바리스타, 여행사, 항공사, 관
광관련 공기업, 여행전문가,
국제회의 기획, 컨벤션 기획,
이벤트 기획, 면세점 및 기타
서비스 품질관리가 필요한 서
비스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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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무, 서비스 실무, 정보화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 중 국내ㆍ외 관련 기업체에서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현장실습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호텔관광전공 학과 중 최다 시간을 제공하는
외국어 몰입교육, 자매결연 대학으로의 해외연수 및 유학, 그리고 국내ㆍ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제적인 호텔관광산업 전문인으로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기초중국어1·2, 관광학원론, 경영학원론, 음료커피의 이해, 호텔경영론, 축제이벤트론

2학년

실용영어집중과정1·2, 초급중국어1·2, 식음료경영론, 관광법규, 관광자원론,
호텔관광회계원리, 컨벤션산업론

3학년

실용영어집중과정3·4, 중급중국어, 고급중국어, 와인과주장관리, 카지노산업론,
항공예약실무, 항공발권실무, 졸업과제연구, 여행상품기획관리실무,
고객만족리더관리실무

4학년

호텔관광중국어, 면접영어, 실전TOEIC, 호텔관광사례연구, 관광통역, 종합중국어HSK,
국제회의기획실무, 호텔관광경영전략

학과동아리
•이벤티노 : 이벤트와 관련된 기본과정을 학습한 후, 지역 및 사회에서

문 서비스인의 자세에 대해 탐구하며 자격증 취득과 바리스타
대회 참여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이시경)
•F&B : 주류 분야에 관련한 지식 습득, 조주실습을 통해 학과 전공에 흥미
를 높이며 실전 감각 향상을 목적으로 자격증 취득, 주류박람회 방
문, 창작 칵테일 제조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민보영)

요구하는 단위별 연출가 또는 창조적이고 통합적인 전문가
를 양성하며 각종 축제 및 다양한 문화 체험 습득을 목적으
로 활동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민보영)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피의 올바른 이해와 관련 전문지식을 연구하고, 커피음료 전
•ACIDITY : 커

미니인터뷰
호텔관광경영학과 20학번

김*우

안*현


Q. 호텔관광경영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학과인가
요?
호텔관광경영학과는 21세기 미래의 고성장산업인
호텔 관광 산업의 효율적인 마케팅과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다양한 학문적 이론과 직무 지식을 배양하고
탐구하는 미래지향적인 학문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67.1%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 입시준비

•유*준(20년도 졸업) 힐튼 부산 호텔
ㆍ우*영(20년도 졸업) 신라 호텔
ㆍ이*진(20년도 졸업) 라마다 서울
ㆍ양*령(20년도 졸업) 설악 켄싱턴 리조트

ㆍ이*희(21년도 졸업) 조선 호텔
ㆍ황*예(21년도 졸업) 파크 하얏트 서울
ㆍ민*혜(21년도 졸업) 신세계 오노마 호텔
ㆍ김*주(21년도 졸업) 제주 라마다 호텔

TIP!

과 적
· 적

합
성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호텔외식조리대학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Q. 신입생,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저는 코로나로 인해 학교생활을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나 학
과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대회 등에 참여하여 나름의 학교생활을 보냈는
데요. 이러한 경험들이 꿈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
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쉽지 않은 학교생활을 보내고 현재는 일상을 회복
하고 있는 만큼 동기, 선후배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즐거운 학교생활 보내
셨으면 좋겠습니다.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취업률 및
취업현황

Q. 특성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저희는 외국어 몰입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영어, 중국어 심화 집중 프로그
램이 있습니다. 특히 영어는 원어민 교수님과 한국인 교수님의 team
teaching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도 20명 이내의 소수로 운영
이 되어 교수님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는
해외연수 및 유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외의 결연을 맺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며 공동학위 취득이 가능하고 인턴십을 맺은 업체에서 일을 하면
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턴십도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Q. 신입생,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우송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는 21세기를 주도하는 호텔 관광 전문경영
인 양성을 교육 목표로 두고 있으며 관광업계에 종사했던 교수님들이 학
생의 꿈을 위해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외국어 능력과 실무 능력 향상
을 위한 교육과정들이 있으니 우송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에서 여러분
들의 꿈을 향해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Q. 취득가능한 자격증에는 무엇이 있나요?
전공 과정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항공 예
약, 발권 자격증, SMAT(서비스경영) 자격증 등이
있고 학술동아리에서는 바리스타와 조주기능사 등
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련 자격증에는 와인 WSET 공인 자격증, 호텔서
비스사, 관광통역안내사 등이 있습니다.

철도물류대학

Q. 졸업 후 진로는 어떤 게 있나요?
졸업 후 진로로는 호텔과 리조트, 여행사, 항공사, 컨벤션 등의 호텔 관광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 연구 교육 분야, 금융 분야, 외국어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엔디컷국제대학

호텔관광경영학과 20학번

• 사교성이 좋으며 관광 관련 학문에 관심이 많은 학생
• 글로벌 역량을 가지고 끊임없이 학습하는 학생
• 외국어에 흥미가 많은 학생
• 국제적인 감각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학생
• 두려움 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서비스 지향적인 생각을 갖춘 학생
• 호텔 현장 답사 및 실습
• 호텔 관련 박람회 및 직업 박람회 참여
• 관광 분야 공모전 참여

• 해외문화 체험
• 카지노 딜러 체험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전설적인 호텔리어의 NO라고 말하지 않는 서비스 / 하야시다 마사미쓰 / 2007
• 품격을 높이는 이미지메이킹 / 김경호 / 2015
• 처음처럼 / 신영복 / 2016
• 나도 호텔리어가 될 수 있다 / 권성애 / 2015
• 50년 호텔 & 리조트 외길 인생 / 나승열 / 2016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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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UIDE BOOK ON
WOOSONG UNIVERSITY

보건복지대학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글로벌 보건•복지 융합 프로그램

80

• 사회복지학과
• 작업치료학과

• 소방·안전학부
- 소방방재전공, 안전공학전공

•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 간호학과

• 보건의료경영학과

• 물리치료학과

• 유아교육과

• 스포츠건강재활학과

• 뷰티디자인경영학과
• 응급구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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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학과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ttp://welfare.wsu.ac.kr
T. 042-630-9830

Implementing Social Welfare Through Top Quality
and Innovative Social Welfare Education
•미래지향적 사회복지교육을 통한 전인적 복지 구현
학 과 개 요
인권의 가치와 전인적 인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관점과 한국사회의 지역적 실천을 조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욕구에
부합하기위해 전생애적 관점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자격증

교 육 목 표

•졸업 후 취득가능한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국가자격
시험 합격 후 1급 취득 가능)
•추가 학습을 통해 취득 가
능한 자격증
- 보육교사 2급, ERP회계,
ERP인사, 전산회계,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상담사, 학교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
지사, 의료사회복지사, 건강
가정사, 사회조사분석사 등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에 대한 가치 확립
•사회복지 이론교육과 사회복지현장 실습교육을 통한 체계화된 지식구조 확립
•실무교육 강화를 통한 실천적 전문인 양성
•아동과 청소년, 성인 및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개발 및 실천능력 배양

전공교육과정 - 2학년 진학시 사회복지트랙, 아동복지트랙을 선택
학년
1학년
2학년

졸업 후 진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공단(건강보험관리공
단,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복지기관(종합사회복
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
지관 등)의 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및 정신
보건사회복지사
•기업 사회공헌 분야
•사회복지 생활시설 사회
복지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복
지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연구자 등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
운영자, 아동상담 및 가족상
담센터 등

3학년

구분
공통
공통
사회복지
아동복지
공통
사회복지
아동복지
공통

4학년

전공 교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현장의이해,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영유아발달, 아동복지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가족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회계원리이해, ERP회계, 상담이론, 사회문제론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아동미술, 영유아교수방법론
사회복지정책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현장실습, 정신건강론
집단상담의기초, ERP인사, 심리측정및평가, 사례관리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수학지도, 아동권리와복지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

사회복지와인권,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아동복지

아동관찰및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보육실습, 보육교사인성론

•사회복지트랙은 사회복지 정의와 실천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써, 다양한 현장이해와
근거기반의 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전문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동복지트랙은 영유아 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학과동아리
•솔아띠 : 연
 계 기관과의 전문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전공 관련 실천 현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
음으로써 전공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키고, 취업에 필요한 개인 역량을 준비하고 강화시키는 동아리

•아고라 : ‘대전청소년위캔센터’와 함께하는 동아리. 지역의 청소년 변화를 위해 2017년 설립된 동아리로 청
소년의 권익 옹호와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동아리

•글로벌만두레 : 다
 양한 네트워크 형성 및 취업관련 지식 활용 및 정보를 공유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노인복지뿐
이 아닌 다문화 및 국제사회복지 영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춘 동아리

•푸른하늘 :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의 이론교육과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전문적 사회복지실
천방법을 봉사활동을 통해서 현장 학습하는 등 졸업 후 취업연계의 목적을 갖고 운영하는 동아리

•아이사랑 :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아동의 정서발달 및 치유를 목적으로 인형극을 구성하여 공연 및
82

봉사활동, 동화 구연 활동을 실시하는 동아리

미니인터뷰
사회복지학과 17학번 (관저종합사회복지관)

최*지

이*경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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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장*희 (21년도 졸업) 보령명천종합사회복지관
•문*진 (22년도 졸업) 대전청소년위캔센터
•임*영 (22년도 졸업) 소나무심리상담교육원
•조*희 (22년도 졸업) 대전가정법원
•조*경 (22년도 졸업) 방주노인복지센터
•최*정 (22년도 졸업) 서울KBS어린이집
•김*현 (22년도 졸업) 삼성전자온양어린이집

호텔외식조리대학

▶ 입시준비

•신*래 (21년도 졸업)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경 (21년도 졸업) 관저종합사회복지관
•이*선 (21년도 졸업)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문*이 (21년도 졸업)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김*선 (21년도 졸업) 세종청사예그리나어린이집
•김*현 (21년도 졸업) 사회복지법인송강어린이집
•이*민 (21년도 졸업) 대전산내종합사회복지관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아동복지분야

▶ 2019학년도 어린이날 기념 ‘사랑 나눔 큰 잔치’ 봉사활동 실시(2019.05.02.)
▶ 교내 각종 경진대회 수상
- 2019. 우송지수 우수 표창장(7명)
- 2020. 우송지수 우수 표창장(8명)
- 2021. 우송지수 우수 표창장(8명)
- 2019. 우송대학교 우수동아리 경진대회 1위 (솔아띠 수상)
- 2020. 우송대학교 우수동아리 경진대회 1위 (솔아띠 수상)
- 2020. 교내 동아리경진대회 수상
▶ 교외 공모전 수상
- 2019학년도 8월 및 2020학년도 2월 사회복지협회상 각 2명 수상
- 2019학년도 제 97회 어린이날 기념 사랑 나눔 큰잔치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장 8명 수상
- 2021학년도 8월 2022학년도 2월 사회복지협회상 각 2명 수상
▶ 해외교류 현황
- 2019. 사회복지학과 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교(2019.12.15.~2019.12.23.) 해외연수 참가자 10명
- 2019. 1학기 미국 미시시피대학교 교환 학생 프로그램(2019.03.04.~2019.06.18.) 교환학생 1명
- 2021. 미국 헬스케어 기관 협약(Better Life CBAS, lns. Getawats Rehibibilitation Services. LLC.)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51.7%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철도물류대학

사회복지분야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17학번 졸업생 이*
경입니다. 대학교 재학시절, 학과 및 동아리를 통한
봉사활동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공 강의는 사회복
지사로서 사람과 사회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 알려주었다면 봉사활동은 사람과 사회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에 대해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적성에 맞는 복지
분야를 찾기도 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본인의 강점을 발견할 수도 있
기에 가능한 다양하고 많은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쉽게 취득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이 취업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한 일들을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
과 에 오셔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엔디컷국제대학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장 최*지입니다.
저는 현재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사회복지학과의 다양한 수업들 중 사회복
지실천기술론을 통해 사회복지실천 모델과 기술에
대해 학습하며, 각 모델을 직접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클라이언트를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행정론을 통해 사회복지행정
의 기획과 의사결정, 마케팅 등을 학습하면서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학과의 트랙에서 ERP회계, ERP인사를 배움으로
써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회계 시스템을 익히며 자격증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과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연계 기관의 자원봉
사에 참여하여 현장의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각기 다른 어려움에 처해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개발 및 적용할 수 있도
록 배워가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래사회를 선도할 사회복지사를 꿈꾸신다면 우송대학교 사회
복지학과에 오셔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꿈을 자유롭게 펼쳐보
시길 바랍니다.

취업률 및
취업현황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사회복지학과 20학번 (학생회장)

과 적
· 적

합
성

사회문화, 정치경제, 철학, 영어, 수학(통계학) 등
• 인간의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학생
•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
•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학생
• 봉사활동 (예 : 복지 기관, 복지 시설 등)
• 인간과 사회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 활동

• 학과가 주최하는 전공체험 활동 참여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나눔은 사랑의 시작이다 / 정하성
•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 /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 존경받는 부자들 / 이미숙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 로렌 슬레이터
•모두가 행복할 권리 인권 / 바바라 피크자, 도라 씨스니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이야기 치료 / 미첼 화이트, 알리스 모건

• 사회계약론 / 장 자크 루소
• 인권의 발명 / 린 헌트
• 긍정의 힘 / 조엘 오스틴
•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라인홀드 니버
• 세계미래보고서 2055 / 박영숙, 제롬 글렌
•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 / 무하마드 유누스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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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
학과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http://ot.wsu.ac.kr

To Develop the Next Generation of an Occupational Therapy
•세계 작업치료연맹(WFOT) 공식 인증 교육기관·국제적 시각을 갖춘 전문 작업치료사 양성의 요람
•철저한 수준별 학습을 통한 높은 국가고시 합격 보장
•국내 최고의 임상실습기관 확보를 통한 현장 중심형 전문가 양성
•사회복지와 융합된 통섭 전문가 양성
•감각발달재활사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T. 042-630-9820

학 과 개 요

관련자격증
작업치료사 국가면허증, 사
회복지사 2급 국가자격증,
감각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증, 직업평가 및 직업상담 자
격증, 인간공학기사 자격증,
보조공학사 자격증, 보조기
및 의자제작 면허증

졸업 후 진로
•의료기관 : 대학병원, 재활
병원, 요양병원, 국공립병원 등
•공무원 : 건강보험공단, 국
립재활원, 질병관리본부, 도
로교통공단 등
•교수 및 연구원 : 국내외 교
수, 병원 및 국가기관 연구원,
보조공학센터, 치매센터
•아동 치료 : 대학병원, 재활
병원, 학교, 발달센터, 아동
복지시설 등
•창업 : 아동발달센터, 아동복
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
지시설 개설 및 운영, NGO
활동 등
•유학 및 해외취업 :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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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 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하는 보건의료의 한 전문 분야입니다.
따라서 본교 작업치료학과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가진 모든 연령대의 사람에게 일상생활동작,
일, 여가 활동 등 일상적인 생활을 수행할 수 있고, 기능 및 발달 수준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의미 있고
목적 있는 활동을 통하여 치료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작업치료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 육 목 표
•인성교육을 통한 국민복지에 기여하는 전인적인 작업치료사 양성
•사회적인 욕구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작업 치료 전문영역 확대
•전문 영역별 집중 심화 교육을 통한 현장 중심형 작업치료사 양성
•WFOT 인증 및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적 시각을 갖춘 전문가 양성
•근거기반의 실무 능력과 학술 연구능력을 겸비한 작업치료 리더 양성

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작업치료학개론, 해부학, 의학용어, 생리학, 아동발달

2학년

일상생활활동, 활동분석, 직업재활, 기능해부학, 신경해부학, 아동검사 및 평가,
운동재활, 장애아동의 이해, 작업치료평가 및 이학적검사

3학년

정신건강임상학, 근골격계작업치료이론 및 실습, 신경과학, 아동의활동과 중재,
연하장애와 인지재활, 신경계작업치료이론 및 실습, 감각처리장애와중재이론 및 실습,
연구방법론, 정신사회작업치료학이론 및 실습, 보조공학

4학년

감각재활현장실습, 작업치료학임상실습1, 작업치료학임상실습2, 작업치료학임상실습3,
작업치료학임상실습4, 지역사회작업치료학임상실습, 졸업과제연구, 공중보건학,
장애관련법규 및 윤리

학과동아리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나누미 :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모인 동아리
•REMEMBER :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작업치료 개발 등의 활동을 하는 봉사 동아리
•작업치료 국가고시 준비 동아리 : 4학년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이 큰 국가고시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취업 동아리
•취업 질 향상 동아리 : 현장 중심형 작업치료 전문가로서 4학년 대상으로 취업까지 연결, 국제적인 전문가 양성을 위한 취업 동아리
•지역사회재활 동아리 : 지역사회에서의 소아 및 성인, 노인에 대한 작업치료 중재 적용 및 개발 등의 활동을 하는 학술 동아리
•신경과학 동아리 : 신경과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신경계질환 및 관련 증상에 대해 학습하고 치료적 중재에 대해 토론하는 학술 동아리

미니인터뷰
작업치료학과 17학번

장*범

김*연





•이*중 (18년도 졸업)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차*규 (19년도 졸업) 보바스기념병원
•이*혁 (19년도 졸업) 충남대학교병원
•김*은 (19년도 졸업)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최*인 (19년도 졸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경 (20년도 졸업)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장*연 (20년도 졸업) 명지춘혜병원
•조*희 (20년도 졸업) 아주대학교요양병원

TIP!

과 적
· 적

합
성

호텔외식조리대학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김*진 (06년도 졸업) 건강보험공단 합격
•하*규 (08년도 졸업)
세명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전임교수 임용
•이*인 (10년도 졸업)
질병관리청 연구직공무원 보건연구사(6급 공무원) 합격
•주*연 (18년도 졸업) 건양대학교병원
•이*옥 (18년도 졸업)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이*람 (18년도 졸업) 명지춘혜병원
•한*령 (18년도 졸업) 새올요양병원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 입시준비

▶ 국가고시 합격률
- 2021년 94.64%(전국 합격률 91%)
- 2020년 98.21% (전국 합격률 93.3%)
- 2019년 100% (전국 합격률 1위)
- 2018년 93.4% (전국 합격률 88.0%)
- 2017년 100% (전국 합격률 1위)
- 2016년 92.6% (전국 합격률 80.5%)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93.9%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우송대 작업치료학과는 개설 이내로 높은 국시 합격
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합격률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학과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임상실습에
투자하여 경험을 쌓고 1학년 때부터 정해진 커리큘
럼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전문지식을 기초부터 쌓을 수 있
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의 교육열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욕구도 증진
하고 있습니다. 우송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서 좋은 경험과 훌륭한 교육
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철도물류대학

아직은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지만 우송대
학교 작업치료학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높은 국가
고시 합격률과 WFOT인증 학과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실습환경과 졸업하신 선배님들에 정
보력까지 더해 우송대 작업치료학과에 입학하여 추후에 자랑스러운 우송
인으로 작업치료사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취업률 및
취업현황

엔디컷국제대학

작업치료학과 18학번

영어, 생물
•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따뜻한 마음과 창의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
•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과 리더십, 인내심이 있는 학생
•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학생
• 작업치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잠수종과 나비 / 도미니크 보비
• 나는 괜찮아요 / 박영현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 장애인복지관이나 요양원, 사회복지관 봉사활동
• 직업체험 활동
• 보건 관련 동아리 활동
• 병원 현장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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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
청각재활학과
Department of Speech-Language
Therapy and Aural Rehabilitation

http://speech.wsu.ac.kr
T. 042-630-9220

Fostering convergence experts suitable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peech-Language Pathologist and Audiologist
• 임상현장에 적합한 융합형 인재 양성
• 언어치료학 + 청각학 복수 전공
• 언어재활사 + 청능사 전문가 양성
• ‘솔언어청각임상센터’ 교내 실습실 운영
• 전국 유명 병원·센터 인턴십 및 취업

학 과 개 요
관련자격증
•국가자격증 : 언어재활사 2급
•민간자격증 : 청능사, 발달
재활사

‘언어치료학과 청각학(청각재활) 복수전공’ 운영을 통하여 청각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 및
성인들에게 적합한 자활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언어재활사 및 청능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 가량의 지속적인 임상 관찰 및 실습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임상실무능력과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우송대만의 언어치료와 청각학의 융합, 더 나아가 공학분야와의 다학문적
융합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전문가 양성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언어재활사
의료기관 : 종합병원, 재활병
원, 개인병원, 요양병원의 재
활의학과, 소아정신과 및 소아
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등
복지관 :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교육기관 : 어린이집, 특수교
육센터, 아동발달센터
사설언어치료실 : 언어치료클
리닉, 언어발달연구소, 개인언
어치료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
특수학교
대학원 진학 및 유학
•청능사 (청각사)
의료기관 : 종합병원, 인이비
인후과센터, 개인병원
복지관 :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난청센터 : 난청재활센터, 청
능재활연구소
회사 : 보청기 회사, 인공와우
회사, 소음관리사업장
대학원 진학 및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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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목 표
•청각 및 의사소통 문제에 직면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언어재활사와 청능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게 하여
취업 역량 강화

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장애아동의 이해, 청각학개론,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발달실습, 언어발달장애실습,
말과학, 말언어청각기관해부 및 생리

2학년

유창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신경언어장애, 말운동장애, 행동청능평가

3학년

음성장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졸업과제프로젝트,
청성유발전위평가, 인공와우 평가 및 적합, 전정기능평가 및 재활

4학년

자폐범주성장애 언어재활, 언어재활실습, 언어청각재활현장실무,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아동청각학, 청능재활, 보청기 평가 및 적합 실습,
청능재활실습

학과동아리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핸드메이트 : 수화 인식 개선 및 고등학교 수화교육과 수화 공연 (지도교수: 탁평곤)
•어플로즈(applause) : 의사소통 장애인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앱 개발 및 장애인식개선 활동 수행 (지도교수: 정상임)
•투게더(together) : 아동센터나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언어 선별 검사 진행과 학습 및 놀이 지도 봉사( 지도교수: 김지연)
•늘품 : 청각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하면서 학회 참여 및 논문 작성 (지도교수: 탁평곤)
•스피어(SPEAR) : 학과 기자단으로 학과 기사 작성하여 카드뉴스와 소식지 발행. 학과 SNS 및 홈페이지 관리 (지도교수: 김정아)
미니인터뷰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16학번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13학번(고대안암병원 임상청각사)

박*성

장*녕





▶ 보청기 회사 및 센터
▶ 복지관 및 다문화센터
•최*제 (21년도 졸업) 오티콘보청기
•이*진 (21년도 졸업) 대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김*린 (20년도 졸업) 코스트코 천안점 보청기 센터
•이*인 (21년도 졸업) 대전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진 (20년도 졸업) 원아동청소년발달센터 외 다수
•유*기 (20년도 졸업)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과 적
· 적

합
성

호텔외식조리대학

TIP!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 어린이집
•조*희 (20년도 졸업) 성심농아재활원
•장*림 (21년도 졸업) 보령 행복 국공립어린이집
•김*진 (22년도 졸업) 죽전 어린이집
•안*진 (21년도 졸업) 임마누엘은혜 어린이집
•이*현 (20년도 졸업) 장애전단 성심어린이집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 입시준비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77.4%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 병원
•박*성 (22년도 졸업) 건양대병원
•이*연 (21년도 졸업) 고대안암병원
•장*정 (20년도 졸업) 원광대학교병원
•이*주 (20년도 졸업) 대전성모병원
•이*정 (20년도 졸업) 청담소리이비인후과
•지*은 (21년도 졸업) 밝은 이비인후과

철도물류대학

취업률 및
취업현황

처음 대학교에 와서 생소하게 느껴졌던 언어치료학
와 청각재활학을 복수전공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전
공 공부를 하는데 어려워서 간혹 좌절하기도 했지만
서로 연관이 있는 두 가지 전공을 선택하면서 다양
한 진로 중 <대학병원 청각사>라는 비전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가
지고 교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대로 이론과 실습을 열심히 따라가다보니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소속 임상청각사로 행복하게 일하
면서 임상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언어치료와 청각재활이라는 전문성 있
는 분야를 다른 학교가 아닌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신 우송대학교에서 배
웠기 때문에 제가 꿈꾸던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치료와 청각재활은 제 꿈을 실현시켜준 학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어
치료청각재활학과에서 저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잘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
다.

엔디컷국제대학

제가 이 학과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제 가치관
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또래 상담 동아리를 하면
서 타인의 얘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큰 기쁨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과에 잘 맞는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에 학과 공부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어떨 때 가치를 느끼
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황할 때
도 있겠지만 그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교수님, 선배, 동기들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보는 걸 권합니다.
언어치료와 청각학은 매우 매력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
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렵기도 하고 막막할 때도 많습
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만족해하며 저에게 고
맙다는 말할 때면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쁨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교과 활동, 언어, 컴퓨터
• 타인에게 섬세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공감력을 갖춘 학생
•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호의를 보일 수 있는 따뜻함을 가진 학생
• 타인에게 동등한 개체로 개방할 수 있는 순수함을 가진 학생
• 타인에게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권위와 긍정적 성향의 학생
•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정직하며 끈기를 가진 학생
• 우송대 학과체험 프로그램 참여
• 다양한 정신수련, 체력단련 등의 경험 쌓기 활동
• 장애인 복지시설 도우미, 고아원 아동 돌보기, 양로원 봉사

• 국제 협력 기구를 통한 장애인 도우미 활동
• 언어치료, 청각재활 학과 체험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쿠슐라와 그림책 이야기 / 김중철역
•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 한비야
• 잠수복과 나비 / 장 도미니크 보비

• 어느 자폐인 이야기 / 템플 글랜딘
•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 기시카와 에쓰코
• 엘 데포 / 시시 벨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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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경영학과
Department of Health Care
Management

http://healthbiz.wsu.ac.kr
T. 042-630-4610

Preparing Today and Leading Tomorrow
in Health Care Management
1> 의료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의료경영 전문가 교육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교육사 국가면허 취득 교육과정 운영
- 보건의료 의료정보 심화과정, 바이오헬스 혁신공유대학 과정, 의료정보 SW 교육)

2> 다양한 보건의료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교수진
-국
 책연구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삼성서울병원 등의 실무 경험 교원, 미국·호주의 유명대학의 의료
분야 학위자
- 관련 출제위원으로 활동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출제위원, 보건직 공무원 출제위원
-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수진이 학과의 진로희망에 따른 전문적 학생 수업 및 진로 지도 시행

3> 수도권 및 대전·충청권 의료기관, 제약·의료정보 기업과의 산학 협력 체계
- 학생의 진로경로를 지원하는 현장실습, 취업 추천 체계
- 3대 주요진로경로(CDR): (1)병원행정 전문가(의료기관, 보건산업체) (2)의료정보관리전문가 (3) 보건직 공공인재

관련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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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개 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국가),
병원행정사(민간), 데이터분
석전문가(공공) 등

보건의료는 고령사회가 가속화되고 건강에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계속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보건의료경영학과는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제약·의료기기·의료정보 기업에서
필요로하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국가 및 글로벌 차원에서 건강과
보건의료 향상에 일익을 담당할 창의적인 보건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졸업 후 진로

교 육 목 표

•의료기관(원무, 의무기록,
국제진료센터, 인사, 기획,
재무회계관리, 홍보, 구매 등
업무)
•보건의료 공공기관(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
가원, 근로복지공단 등)
•공무원(중앙・지방 자치단
체, 보건소 등)
•보험사(생명보험, 손해보
험)
•보건산업체(제약, 의료기
기, 의료관광, 화장품 회사)
•병원경영 컨설팅, 병원경
영지원회사 등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Knowledge), 기술(Skills)을 익히며, 사회적으로서 바람직한 태도(Attitude)와
실무경험(Experience)을 배양하여 미래사회에 힘이 되는 보건의료 인재를 양성한다.

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해부생리학, 보건의료경영론,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의학용어1 등

2학년

의학용어2, 의료정보기술, 보건의료정보관리학, 병원회계학, 보건통계학 등

3학년

보건의료데이타관리, 의무기록전사, 건강보험이론및실무, 암등록, 보건의료조직관리 등

4학년

의료의질관리, 보건의료경영실습, 보건의료법규, 원무시스템관리,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등

학과동아리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친동생 : 선후배간의 친밀감 조성 및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취득 및 소통
•JUMP TOGETHER : 병원 실무에 유용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
•HCM:D : 공단 및 연구기관, 보건의료 단체 및 일반 기업 등의 탐방을 통한 취업 탐색
•공터 : 스터디를 통한 학업성취도 증진 및 선후배간 소통 및 정보교류
미니인터뷰
보건의료경영학과 20학번(학생회장)

보건의료경영학과 20학번(부학생회장)

김*은

추*지





분당차병원
녹색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아세아손해사정
더존 비즈온
아세아손해사정
코이카 글로벌인재교육원
충남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유성선병원

호텔외식조리대학

TIP!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명*솜 (21년 졸업)
•박*아 (21년 졸업)
•박*원 (21년 졸업)
•박 * (21년 졸업)
•이*환 (21년 졸업)
•이*주 (21년 졸업)
•장*지 (21년 졸업)
•전*희 (21년 졸업)
•조*진 (21년 졸업)
•한*선 (21년 졸업)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 입시준비

•황*원 (19년 졸업) 강남성심병원
•김*빈 (19년 졸업) 아산충무병원
•최*린 (19년 졸업) 평택굿모닝병원
•구*모 (19년 졸업) 평택성모병원
•공*희 (19년 졸업)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윤*선 (20학년도 졸업) 보건직공무원
•장*현 (21학년도 2월졸업) 베스티안 서울 병원
•윤*선 (20년 졸업) 보건복지부 7급 공무원
•박*훈 (21년 졸업)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도*민 (21년 졸업) 대전한국병원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77.1%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우송대학교는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성공하기 위해
서 외국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 외국인 교수님과의
수준 맞는 교육과 많은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인재양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 SW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과정과 함께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보건의료경영학과는 국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관
련 경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국내 거주
하는 외국인의 증가하는 현상과 글로벌한 시대로 인해 외국어 분야를 중
요시하며 병원, 의료 관련 기관, 보험 관련 분야로 취업을 위한 교과목과
취업을 위한 유용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운영됩니다. 다
양한 분야를 이론수업, 실습수업, 현장실습을 함으로써 적성에 맞는 직업
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송대 보건의료경영학과에서 보건 의료분야
의 전문가가 되어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철도물류대학

취업률 및
취업현황

엔디컷국제대학

글로벌 인재를 원하는 시대 꿈을 이루기 위해 외국
대학과의 교류, 외국어 집중교육과 같은 글로벌한 교
육을 받으며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는 우송대학교입니다.
보건 의료분야는 고령사회가 가속화되고, 초고령 사
회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 건강과 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계
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보건의료경영학과는 건강과 의료, 경영, 정책 등 다양한 학문을 접하는 복
합 학문으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주로 배우며 제약•의료기
기•보험회사 등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께 배울 수 있는 학과
입니다. 보건 의료 관련 지식, 기술을 익히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와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형장을 느끼고 알아가며 실무 경험을
중심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추후 취직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졸업 후 취득 가능한 자격증이 많아 의료기
관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웰니스 산업 관련 지식을 획득하
여 전문적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의무기록사 국가자격, 병
원 행정사 등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다양한 장학금과 병원 실습 공
간 확보 등으로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경영학과에 와서 많은 배움과 경험, 기회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 의료분야에서 자신의 빛나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송대학교에
서 그 미래를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과 적
· 적

합
성

국어, 영어, 생물, 보건교과, 수학(통계)
• 전공 지식과 문제 해결력을 지닌 학생
• 핵심 역량 : 전문성, 기획력, 주도성, 인간미
• 보건의료동아리
• 봉사동아리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병원 사람들을 위한 행복한 경영이야기(김종혁, 김진영(교육인), 김재학 외 3명 저 / 김영사 / 2019.11.28.)
• 피터 드러커가 살린 의사들 1(제원우, 김우성, 김영선 외 7명 / 21세기 북스 / 2013.07.26.)
• 어떻게 죽을 것인가(아툴 가완디(의사) 저 / 김희정 역 / 부키 / 2015.05.29.)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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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Early Childhood Education

http://childedu.wsu.ac.kr

Educate Professional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교육현장에 적합한 교사 양성
•글로벌 사회 요구를 반영한 교사 양성

T. 042-630-9360, 9367

학 과 개 요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 및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유아발달과 교수학습이론을
포함하는 유아교육 이론 탐구와 체계적인 실습을 통해 전문성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 육 목 표
•학습자 및 유아교육 원리 이해를 통한 학습역량 강화
•교직 소양 강화로 교육현장에 적응력 있는 유치원 교사 양성
•교수 역량 강화로 교수 학습 이해 및 실행 능력 증진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우수 교원 양성

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자아발견과 비전탐색, 교육학개론, 유아교육론, 영유아발달, 교직탐색 및 현장 이해,
아동문학교육, 교육심리,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놀이지도, 유아논리 및 논술 등

2학년

교사리더십,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유아교육과정,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육현장프로젝트, 아동권리와 복지, 교육철학 및 교육사, 유아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아동건강교육, 아동미술 등

3학년

다문화이해교육, 박물관교육, 보육교사인성론, 특수교육학개론, 유아교과교육론,
언어지도, 아동수학지도, 세계시민교육,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정신건강론,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봉사활동, 영유아교수방법론, 아동생활지도 등

4학년

학교현장실습, 교직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심화실습 및 연구, 부모교육론,
유아과학교육, 유아안전교육, 교육법,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보육실습,
유아동작교육, 유아사회교육, 교육통계, 교직입문세미나 등

관련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어린이집 교사 2급 자격증

졸업 후 진로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유아교육, 육아, 보육 관련
연구소 및 기업체 근무
대학원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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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동아리
•U-Song : 다양한 음악 활동을 실시하며 악기 연주 경험 및 유아를 위한

원교사가 되기 위한 핵심역량인 놀이기반 수업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성원경)
•U-Tist : 예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한 유아교육을 탐
구함으로써 교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권연정)

공연을 통하여 교직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하
지영)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Edu-Play : 놀이중심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역량을 함양하고 좋은 유치

미니인터뷰
유아교육과 20학번 (학생회장)

유아교육과 18학번 (졸업생)

하*혜

이*원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상을 꿈꾸며 전문
적인 교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우송대학교 유아교
육과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학부 생활 동안 함께
배우고 성장했던 시간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통이
있는 학과인만큼 열정 있는 교수님들의 가르침으로 전공수업이 이루어졌
습니다. 또한 다양한 수업 방식, 교구 제작, 유아교육기관과 연계된 프로
그램은 저에게 값진 경험이 되어 현장에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
과 같은 실습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시연에서는 교수님과 재학생의 피
드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또한 유아문학
연구회 동아리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그림책 선정에서부터 인형극 교구
매체 제작, 인형극 진행까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학 중 배웠
던 노력의 결과는 담임으로서 한 반을 이끌어가는 데 많은 도음이 되었습
니다. 또한 유아들의 즐거운 반응을 보며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느끼고 성
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교사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되
어서는 안 된다고 하듯 교사의 자질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좋은 교수님들, 질 높은 교육을 통해 전
문성을 갖추어 교사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의 꿈을 밝게 빛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의 다채로운 경험
을 통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활짝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철도물류대학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유치원 교사는 유아들의 놀이를 통해 배움을 지원하
며 유아와 함께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유치원 교사가 되고자 노력했고, 우송대
학교 유아교육과에 지원해 그 걸음의 첫 발을 내딛
었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전
공에 대한 지식을 쌓아나갔고, 우송대학교의 부속유치원인 우송유치원에
서의 교육봉사를 통해 현장에 대해 경험해 보고 선생님들께 많은 것을 보
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특강을 들으며 더
욱 생생한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세미나를 통해
현재 직접 가지 못하는 외국의 아동문학이나, 해외의 문화와 관련하여 실
제 현장에 접목한 특강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매 학년 다르
게 진행되는 비교과 활동을 통해 유치원 교사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계
기가 되었으며, 또한 취업동아리에 가입함으로써 유아교육을 탐구하고,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좋은 유치원교사가 되기 위한 능력을 형성하며 더
욱 저의 꿈에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송대학교 유아교육
과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수님들의 훌륭한 가르침 덕분에
저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고, 그 안에서의 많은 배
움과 경험 등을 통해 더욱 성장해나가는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 교사를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저처럼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서 다양한 경험과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경험해 더욱 빛나는 유치원 교사
가 되기를 바랍니다.

엔디컷국제대학



취업률 및
취업현황

56.3%

전문성을 갖춘 유아교사 양성
‘좋은 수업 프로젝트’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강*희 (20년 졸업) 하람유치원
•정*진 (20년 졸업) 행복한천사유치원
•조*희 (20년 졸업) 우송유치원
•김*현 (21년 졸업) 은빛유치원
•유*아 (21년 졸업) 하나빛캐슬유치원
•이*민 (21년 졸업) 바론숲유치원
•조*상 (21년 졸업) 해여림유치원

TIP!

과 적
· 적

합
성

보건복지대학

학
인

•노*은 (17년 졸업) 정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권*연 (17년 졸업) 대전내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최*비 (17년 졸업) 대전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김*희 (18년 졸업) 샘머리유치원
•권*지 (18년 졸업) 호수유치원
•홍*정 (19년 졸업) 사관유치원
•권*지 (19년 졸업) 다산새봄유치원

해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대만,일본 해외연수

호텔외식조리대학

▶ 입시준비

현장 연계 교육과정 운영
유아교육과 실습실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 전공심화 수업을 통한 분야별 특화지식 습득
▶ 어린이미술관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 진행
▶ 산업체 연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 인성이 바르고 성실한 학생
•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열린 태도를 가진 학생
•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려는 열정과 끈기를 가진 학생

전공관련활동

• 지역사회 봉사활동 (예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 현장체험 활동 (예 : 유아교육박람회, Job World, 중앙과학관 등)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 로버트 풀검
•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 / 도로시 로 놀테, 레이첼 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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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디자인
경영학과
Department of Beauty Design
Management

http://beauty.wsu.ac.kr
T. 042-629-6670

The program that trains the designers who will create the
beauty of the 21st Century
•영국 London College of Fashion, 호주 Homles Institute, 중국 산동예술대학,
북경외국어대학, 영파천일직업기술대학, 일본 Vantan Design School, 야마노
미용대학, 도쿄모드
•해외 가족기업 - MARKS & Spencer, ADIDAS, ONE's WORD, ENC Company 등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톱 아티스트들이 강의하는 현장 중심형의 교육시스템
학 과 개 요
단순한 미용업계의 종사자를 배출하는 것에서 벗어나 웰빙의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여 토탈뷰티산업 분야를 선
도할 수 있는 뷰티디자이너의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일본, 호주, 싱가폴 등의 해외취업을 돕는 해외 인턴십 제도와 영국, 호주,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국제적 감
각을 개발하기 위해 전공별 우수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뷰티디자인경영학과는 수준 높은 실무 중심의 교육과 해외자매대학 및 기업과 국제교류 등을 통해
국제적 감각과 사회적 매너를 겸비한 전문 뷰티디자이너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관련자격증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
크업), 컬러리스트산업기사/
기사, 발 관리사, 코디네이
터, 아로마테라피스트, 맟춤
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화장
품 전문가 자격증

교 육 목 표
•국제적 감각과 외국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뷰티디자이너 양성

전공교육과정
학 년

졸업 후 진로
토탈뷰티코디네이터, 미용
교사, 메이크업아티스트, 헤
어디자이너, 화장품회사브
랜드매니저, 스타일리스트,
토탈피부관리사, 코디네이
터, 체형관리트레이너, 이미
지메이킹전문가, 네일아티
스트, 아로마테라피스트, 방
송스타일리스트, 뷰티에디
터, 교육강사, 웨딩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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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교과목

1학년

기초헤어커트, 기초메이크업, 뷰티일러스트레이션, 창의적발상기법, 기초에스테틱,
기초네일아트, 뷰티컬러콘텐츠

2학년

보건커뮤니케이션, 메이크업, 피부미용, InternetSNS마케팅, 사회심리학,헤어3D
조형아트, 공중보건학, 미용학개론

3학년

3D메이크업시뮬레이션, 헤어미용, 미용교육론, 메디컬스킨케어, 뷰티콘텐츠실무,
네일미용, 미용교재연구및지도법, K-Beauty마케팅, 해부생리학

4학년

K-Beauty화장품머천다이징, 창의적종합설계, 논리및논술, 뷰티콘텐츠크리에이티브,
디지털뷰티일러스트레이션, 토탈뷰티크리에이티브실무, 메이크업아트웨어,
글로벌코스메틱

학과동아리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헤어동아리 : 헤어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동아리 (지도교수 : 이혜원)
•메이크업동아리 : 단순한 메이크업만 하는게 아니라 봉사활동, 대 내·외 경진대회 등 다방면으로 활동 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김혜균)
•피부동아리 : 피부 매뉴얼테크닉, 팩, 마사지 등 다양한 피부실습을 연습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김혜균)
•네일동아리: 네일아트에 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키우는 동아리 (지도교수 : 김혜균)
•패션동아리: 토탈패션에 대해 공부하며 액세서리를 만들고 이에 대한 공부를 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장연아)
미니인터뷰
뷰티디자인경영학과 18학번

뷰티디자인경영학과 18학번

이*진

이*준





TIP!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최*윤 (13년도 졸업) 2016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미용 임용시험 합격(대전)
•이*희 (15년도 졸업) 2016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미용 임용시험 합격(인천)
•장*은 (15년도 졸업) 2016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미용 임용시험 합격(인천)
•최*희 (16년도 졸업) 2017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미용 임용시험 합격(대전)
•최*주 (20년도 졸업) 서울 롯데면세점
•이*빈 (18년도 졸업) 서울 신라면세점 샤넬 유한회사
•최*주 (21년도 졸업) 부르벨 코리아
•신*희 (19년도 졸업) MAC 코스메틱
•이*주 (21년도 졸업) 버널문(어네이즈)
•오*진 (20년도 졸업) 서울 신라면세점 샤넬 유한회사
•김*서 (21년도 졸업) 샤넬 코스메틱
•오*진 (20년도 졸업) 샤넬 코스메틱

호텔외식조리대학

▶ 입시준비

•2021년 WBSC 월드뷰티 솔루션 콘테스트
- 그랜드 대상 김*현
- 금상 최*빈 외 1명
- 은상 김*현 외 1명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68.3%

▶ 학과 우수사례
•제 15회 월드뷰티아트&디자인 국제 공모전
- 대상 안*윤
- 금상 우*늘 외 1명
- 은상 안*윤
•제 4회 월드뷰티엑스포
- 대상 김*현 외 3명
- 최우수상 신*림 외 9명
- 우수상 최*빈 외 2명

철도물류대학

취업률 및
취업현황

우송대학교를 다니는 4년 동안 저는 다양한 수업과
체험을 통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많을 것
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꾸준히 학교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호주, 싱가포르, 중국 등 미용에
특화되어있는 나라들을 다니며 브랜드 리서치와 그
나라 미용 산업의 전반적인 것들을 알아볼 수 있었고, 창업 수업과 동아리를
통하여 실제 활동하시는 기업의 대표님들 만나 뵙고 이야기해 보며 제가 경
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울 수 있는 분야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고등학교에 미용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제가 우송대학교에서 미용이라는 넓은 분야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보고 미용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듯 아이들에게 미용이라는 꿈
을 키워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송대학교는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창업, 해외연수, 교직, 다양
한 경진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에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 꿈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미용의 꿈을 꾸고 있는 분이라면 우송대학
교 뷰티디자인경영학과에서 경험해 보고 꿈을 향해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엔디컷국제대학

우송대학교 뷰티디자인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였습니다. 저희 학과의 가
장 큰 강점은 다양한 전공을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
다.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뿐만 아니라 이
러한 전공을 다 접목시킬 수 있는 경영까지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우
송대 뷰티디자인경영학과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저는 17살 때부터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뷰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다양한 전공들과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교수님들의 가르침이 저를 더 크리에이티브 한 사람으
로 만들어 줬습니다. 수업뿐만 아니라 전공별 동아리 활동, 교내외 경진대
회, 학술제, 교직이수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에 지금
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이름을 건 저만의 뷰티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이 꿈이며, 이러한
저의 꿈에 뷰티디자인 경영학과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과 열정만 있다면, 우송대학교 뷰티디자인경영학과에서 많은 기회를
얻고 스스로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 적
· 적

합
성

• 뷰티 트렌드에 관심이 많은 학생
• 성실하고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은 학생
•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학생
• 교내·외 봉사활동 - 교내외 각종 봉사활동,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 교내·외 각종 대회 - 미술, 디자인 관련 경시대회, 미용대회, 디자인 공모전
• 동아리 활동 - 미술, 디자인 관련 동아리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국어, 미술, 기술·가정 등

• 전공 체험 활동 - 헤어쇼 및 패션쇼 관람, 연극 관람 등
• 연극 및 전시회 관람 - 뷰티 트렌드 분석을 위한 관람 활동(미술관, 디자인전 등)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트렌드 시드 (황성욱 저, 중앙books, 2012)
• F ashion and Beauty in the Time of Asia
( Lee, S. Heijin 저, NewYorkUnivPr 2019)
•리
 서치와 디자인 (사이먼자이브라이트 저, AVA, 2008)

• 트렌드코리아 2022(김난도 저, 미래의 창, 2021)
• Visual Merchandising Window and in-store displays
for retail(Tony Morgan 저, Laurence kin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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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
학과

Emergency Medical Service for a Better Future
•현장 중심형 인력 양성으로 취업 경쟁력 강화
•첨단 응급치료 및 구조 교육 실시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http://emergency.wsu.ac.kr
T. 042-630-9280

학 과 개 요
생명존중과 사랑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기초의학, 응급환자관리, 진료보조학, 전문응급처치 이론 및 실기를
통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병원임상실습, 소방서 실습 등 다양한 현장실습을 통해 응급환자가 발생한 어느
곳에서도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고 2차 손상을 예방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는 전문
응급의료인인 1급 응급구조사(Emergency Medical Technician)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자격증
1급 응급구조사(한국보건의
료인국가시험원), 응급처치
원(대한응급구조협회), 일반
응급처치강사 1급(대한응급
구조협회), BLS Provider(미
국심장협회, 대한심폐소생
협회), ACLS Provider(미국
심장협회, 대한심폐소생협
회), 수상인명구조 자격증(
대한적십자사)

졸업 후 진로
119구조구급대, 권역응급의
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
급의료기관, 소방공무원의
특채 및 공채, 수상안전인명
구조업, 산업체 의무실, 산업
체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안
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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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목 표
•기초의학과 응급환자관리, 진료보조학, 전문응급처치 이론 및 실기 등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병원임상실습, 소방서 실습의 현장실습을 통해 생명 존중과 사랑의 정신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한 어느
곳에서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전문응급의료인을 양성합니다.

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인체해부학, 생리학, 의학용어, 공중보건학, 병리학, 응급의학총론 및 실습,
기본인명소생술

2학년

응급환자관리학및실습, 응급약리학, 환자이송및장비운영, 정형외과진료보조학,
노인응급의학, 일반외과진료보조학

3학년

병원실습, 재난관리학및실습, 전문외상응급처치학, 심전도, 내과진료보조학,
전문심장구조학및실습, 특수응급처치학

4학년

내과진료보조학, 병원실습, 조사연구방법론, 구급현장실습,
산부인과및전문소아응급처치학, 전문기도관리, 응급처치시뮬레이션

학과동아리
•파라솔(Parasol) : 병원과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case를 통해 토론하며 전공내용의 심화학습을 다루는 동아리 (지도교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수: Lee Jin Hwa)

•국토대장정 : 사회의 첫 단계인 TOEIC과 전공내용의 핵심내용을 공유하며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Lee Jin Hwa)
미니인터뷰
응급구조학과 15학번

응급구조학과 20학번

이*혜

이*연




우송대학교 응급구조학과에서는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처치 시행 후 안전하게 병원으
로 후송하여 생명을 소생시키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전문 응급의료인인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곳
으로, 훌륭한 응급구조사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4년간의 체계화되어있는
양질의 응급의료 전문 기술의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매년 응급구조학과 내에서 진행되는 학술제에서는 학과 내 다양한 학년
이 참여하며 배워온 전공내용을 바탕으로 환자 발생 시 처치 대응을 스스
로 적용해 보며 익힐 수 있는 응급상황 시뮬레이션과 전문지식 골든벨,
UCC 제작 등의 활동들을 통해 다양한 환자 케이스에 대한 경험, 공부 팁
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 학술/취업동아리인 파라솔 동아리가 있어 전공 수업시간 외에
정기모임을 가져 전공내용의 심화학습과 추가 실습시간을 만들어 병원과
현장 안에서의 신속 정확한 처치 연습을 합니다.
저는 현재 응급구조학과 3학년에 재학 중으로 응급구조사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며 물
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교수님들과 같은 꿈을 향해 노력하는 동기들,
선후배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꿈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
은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들도 우송대학교 응급구조학과에서 꼭 꿈을 현
실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엔디컷국제대학
철도물류대학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안녕하세요. 응급구조학과 졸업생 15학번 이*혜입
니다. 어느덧 졸업한지 3년이 지났지만 학교를 다니
던 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우선, 저희 응급구조학과
는 4년동안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 병원, 이송단, 산업체등 다양한 곳에 배치되어 치료의 손길
이 필요한 곳에 절대적인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재학시절, 전문임
상실습, 전문심장소생술 시뮬레이션 수업을 받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그때 익힌 심폐소생술 알고리즘을 임상에 적용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처럼 지식 습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투입됐을때
적재적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곳입니다.
더불어 본 학과는 다양한 학과행사와 학술경진대회를 통해 단순히 전공
지식을 익히는 곳이 아닌 학우들과 협력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우송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동문회를 통해 졸업 후
에도 취업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학회를 참여하며 다같이 발전하고 있습
니다.
저는 학과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알고 있기에 본교 출신의 응급구조사
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그리고 응급구조학의 역사
에 남을 우송대학교 응급구조학과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
사합니다.

▶ 학과 우수사례
2017, 2018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주최 제53회, 54회 응급처치법 경연대회 [대전광역시 참가팀]
대학일반부문 대상

73.1%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TIP!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노*수 (20년도 졸업) 경남소방 소방공무원
•나*일 (20년도 졸업) 대전소방 소방공무원
•허*수 (19년도 졸업) 전북소방 소방공무원
•김*호 (19년도 졸업) 경북소방 소방공무원
•김*수 (19년도 졸업) 전북소방 소방공무원
•윤*나 (19년도 졸업) 한국원자력의학원 응급구조사
•유*정 (18년도 졸업) 대전소방 소방공무원
•최*우 (18년도 졸업) 대전소방 소방공무원

호텔외식조리대학

▶ 입시준비

•남*열 (21년도 졸업) 천안 센텀병원 응급구조사
•한*만 (21년도 졸업) 대전소방 소방공무원
•양*원 (21년도 졸업) 아산충무병원 응급구조사
•이*인 (21년도 졸업)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구조사
•이*현 (20년도 졸업) 강릉 아산병원 응급구조사
•진*리 (20년도 졸업)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구조사
•양*정 (20년도 졸업) 단국대학교병원 응급구조사
•유*현 (20년도 졸업)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응급구조사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취업률 및
취업현황

과 적
· 적

합
성

생물 및 보건 교과
• 학구열과 전공에 흥미가 있는 학생
• 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는 학생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골든아워 / 이국종
• 지독한 하루 / 남궁인
• 만약은 없다 / 남궁인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 대학 전공체험
– 성인/소아 심폐소생술 체험
– 기관내삽관, 후두튜브, 후두마스크 체험
– 혈압 측정 체험

• 체력이 좋고 긍정적인 학생
• 대처능력이 뛰어나고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

• 3분이면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119 97가지 / 신웅
• 위기의 지구에서 살아남는 응급치료법 / 박은기, 유가연
• 응급상황 자신있게 대처하기 / 김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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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학부
/ 소방방재전공
/ 안전공학전공
School of Fire and Disaster
Protection Engineering

http://fire2.wsu.ac.kr
T. 042-629-6770

관련자격증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
방설비기사(전기분야), 위험
물산업기사, 가스기사, 위험
물기능사(1류~6류), 산업안
전기사 및 산업안전산업기
사, 건설안전기사 및 건설안
전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국제안전보격자격
(NEBOSH), 안전분야(전기,
기계, 화공, 건설, 인간공학)
기술사

Education for Professionals in Charge of Fire Safety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소방방재 전문인 양성
•소방공무원에 특별 채용되는 학과
•재난안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난전문가 양성
•산업현장 안전전문 인력 양성
학 과 개 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진압하고 각종 재난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방재안전공무원, 국영기업체, 대기업 안전관리자, 소방관련산업체(설계, 시공, 점검, 감리), 연구소, 건축물의
방화관리 분야의 소방방재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교 육 목 표
•소방방재 및 안전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양성
•산ㆍ학ㆍ연간의 교류협력강화를 통한 실무능력 향상교육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통한 수요자 중심교육
•투철한 직업윤리관을 갖추도록 소양교육 강화
•학생의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화
•안전문화의 정착과 구현을 통한 선진화된 안전사회 구축

전공교육과정
졸업 후 진로
소방공무원(공개채용, 특별
채용), 국영·대기업체의 안
전 및 환경팀, 소방·방재시
설 전문기과의 연구소, 공사,
소방시설의 시공업체, 소방
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업
체, 산업체의 방화관리자, 방
재안전 공무원(국가직,지방
직), 국영·대기업체의 안전관
리자 및 보건관리자, 글로벌
기업 및 연구소의 안전보건
책임자, 건설업 및 플랜트건
설 안전관리자, 서비스업 안
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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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1학년

전공 교과목
소방방재전공

안전공학전공

일반화학실험, 소방학개론실무, 소방관계법규실무, 재난안전개론, 안전관리론 등
위험물질론, 안전관리론, 소방유체역학연습1, 소방전기회로연습1 등

2학년
소방유체역학연습 2, 소방전기회로연습 2 등 안전과경영실무, 산업안전보건법규 등
3학년

화재경보공학실무, 소방기계설비실습,
연소실험 등

재난관리론실무, 방재관련법규실무,
재난관리평가 등

4학년

소방설비설계1, 소방시설점검실무,
화재시뮬레이션 등

유해물질관리실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휴먼에러예방실무 등

학과동아리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소방 자격증 정복 : 소방분야 엔지니어로서 꼭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을 대비 수업 및 스터디 그룹 운영 (지도 교수 : 인세진)
•체크 : 재난안전이슈 발굴·개선과 안전 분야 기사 및 공무원 시험준비 스터디 그룹 운영 (지도교수 : 이동경)
미니인터뷰
소방·안전학부 3학년

소방·안전학부 졸업자 14학번

양*후

김*진





철도물류대학

▶ 소방공무원
•안*린 (19년도 졸업) 충북
•윤*한 (20년도 졸업) 충남
•김*승 (20년도 졸업) 충남
•용*우 (20년도 졸업) 강원도
•김*혁 (20년도 졸업) 경북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 소방관련 업체
•우*호 (18년도 졸업) 한국수자원공사
•김*열 (19년도 졸업) 한국소방안전원
•김*진 (19년도 졸업) 한국소방안전원
•임*수 (20년도 졸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유*민 (20년도 졸업) 한방유비스
•이*호 (21년도 졸업) 백제소방

취업률 및
취업현황

64.7%

안녕하세요. 소방·안전학부 14학번 졸업생 김＊진
입니다. 저희 학과는 소방방재학과에서 현재 소방·
안전학부로 변경됐습니다.
덕분에 전문적으로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커리큘럼
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기존과 같이 소방공학을 배우면서 부전공으로는
안전을 배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소방과 안전 분야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것입니다.
사기업, 공기업, 소방공무원, 방재직공무원 등 다양한 방향으로 취업이 가
능합니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소방법과 강화되며 소방·안전학부는 더욱더 중
요한 학과가 될 것입니다.

엔디컷국제대학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및 공항공사 소방대원직을 꿈
꾸고 있는 소방·안전학부 학생회장 양＊후 입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 후 군 복무 중에 소방에
꿈을 가지게 되어 늦게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
다. 많은 소방 관련 대학교가 있었지만 우송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오랜
전통으로 소방분야에 많은 선배님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부분과 타학교
와 비교되지 못할 좋은 실습실이 있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학교를
다녀보니 훨씬 더 만족했습니다. 또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
들의 지도 아래 어려운 과목도 쉽게 이해하며 학업 중에 있습니다. 저는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아래 제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 확신합니다.
소방에 뜻이 있다면 저희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와 함께 이룰 수 있다
면 좋겠습니다.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 입시준비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 방재직공무원
•임*재 (21년도 졸업예정) 충남

TIP!
소방방재 전공

안전공학 전공
• 문과적 마인드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 이과적 마인드 – 기초과학

학
인

• 소방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 보람을 느끼는 학생
• 위험한 순간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학생
• 위급한 순간에도 올바른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
• 운동을 좋아하며 활동적인 학생

• 휴머니즘에 관심 있는 학생
• 생명존중 , 봉사에 관심 있는 학생
• 재난 및 안전, 사고예방에 관심 있는 학생

전공관련활동

• 소방안전박람회 참관
(소방관련 시설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소방체험관 체험활동
(소방관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 또는 위기상황
대처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위험물 및 약제화학실험
• 연소실험

• 안전한국훈련(지진,감염병,화재 등) 체험 훈련
• 산업재해예방 체험 활동
• 전기감전, 화재폭발, 추락, 직업병 등 예방활동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어느 소방관의 기도(오정환 저)
• 소방관의 아들(이상운 저)
• 소방관련 영화 “분노의 역류”, “반창꼬”, “타워”, “래더 49”

• 사고예방 관련 사설 및 미디어 자료

과 적
· 적

합
성

보건복지대학

• 문과적 마인드 – 국어, 영어, 한국사
• 이과적 마인드 – 수학, 물리, 화학

호텔외식조리대학

전공 관련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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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Department of Nursing

Globalizing the nursing profession, and preparing
‘Global’ nursing leaders for globalized healthcare
•간호의 세계화, 세계화를 준비하는 글로벌 간호리더

http://nursing.wsu.ac.kr
T. 042-630-9290

교 육 목 적
간호교육과 학술연구 및 사회봉사를 통해 자아실현과 국가발전 및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간호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 육 목 표
•인간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기 위하여 간호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확립한다.
•대상자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과 회복을 위하여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함양한다.
•간호수준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간호역량을 함양한다.

프로그램 학습성과
•PO1. 인간돌봄과 관련된 교양지식과 간호과학적 지식을 적용한다.
•PO2.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간호술기를 수행한다.
•PO3. 간호전문직 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고 확인한다.
•PO4. 간호리더십을 발휘하여 협력관계를 설명한다.
•PO5. 건강관련 연구과정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PO6.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설명한다.
•PO7. 다양한 문화를 가진 대상자에게 적용할 글로벌 간호역량을 습득한다.

전공교육과정
관련자격증
 국 간호사면허, 미국 간호
한
사면허, 조산사 자격증, 보건
교육사 자격증, 마취·보건·정
신·감염관리·가정·산업·응급·
노인·중환자·호스피스 등 전
문 간호사 자격증 등

학 년
1학년

수학, 해부생리학, 성장과발달, 간호철학과역사, 심리학, 생화학, 의사소통론, 기본간호학1,
기본간호학실습1, 다문화 사회와 인간건강의 이해

2학년

병태약리학, 미생물과감염관리, 사회보장론, 기본간호학2, 기본간호학실습2, 건강사정,
성인간호학1, 아동간호학1, 여성간호학1, 정신간호학1, 외국어트랙(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3학년

성인간호학(2, 3), 아동간호학2, 여성간호학2, 정신간호학2, 간호관리학(1, 2), 성인간호학실습
(1, 2, 3), 아동간호학실습, 여성간호학실습, 지역사회간호학1, 정신간호학실습, 외국어트랙(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4학년

노인간호학, 종합SimulationLab, 간호관리학실습, 종합간호실습(1,2), 지역사회간호학2, 중환자간호,
종합간호특론, 간호연구방법론, 지역사회간호학실습, 노인간호학실습, 보건의료법규, 보건통계학,
호스피스간호학, 응급간호학, 근거기반간호실무, 환자안전과간호, International Global Nursing(1, 2)

졸업 후 진로
상급종합병원 등 국내 우수
병원, 사업장 간호사, 보건
직・간호직 공무원, 간호장교,
항공간호사, 조산사, 노인장
기요양기관 창업, 보육시설
간호사, 요양원 원장, 미국간
호사 등

전공 교과목

복수학위 과정
미국 Fairmont State University(FSU) 간호대학 복수학위 취득과정 운영

미국간호사
면허취득

한국간호사
면허취득

Fairmont state university (2년)
우송대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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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학년

우송대 (0.5년)

3학년

4학년

졸업

학과동아리
•봉사동아리 : 주인(절주동아리), 치매 파트너즈
•학과 취업동아리 : 클
 라이맥스, 에피오네, 푸른 나무, 우송취뽀(Be a nurse), 소피아, N.O.W(Nursing Our World, 투게더와 함께하는 우송생명, 누
트리스, 프롬우송, 우송이들, 취향존중, 돋을볕, B.T.S from E to E, DCT, CARE, PACEMAKER 등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미니인터뷰
간호학과 17학번

주*호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17학번 주*호입니다. 졸업은 작년 봄에 했고 N-CLEX를 6월에 통과해서 작년 8월부터 Adventhealth Orlando 병
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Multisystem Progressive 부서에서 일 한 지 8개월 됐습니다. 이 부서는 중증도가 어느 정도 있는 환자들을 간
호합니다.

엔디컷국제대학

Q. Fairmont State University 2+2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처음에 우송대학교에 있을 때는 당연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대학교 친구들이나 미국에 와서 물어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간호학과에서 간호
학과로 복수학위를 딸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2+2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지방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3학년 올라갈
때쯤 토익을 준비하다가 토익 점수가 Fairmont 토익 점수에 충족이 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간호사 일을 시작하게 되면 외국으로 나갈 기회가 별로 없어서
처음에는 미국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철도물류대학

Q.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육과정이 Fairmont State University 2+2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와 미국에서의 도움이 된 점이 있다면 무엇
인가요?
A. Fairmont nursing 프로그램에서도 성인 간호 교재를 똑같이 사용하는데 한국에서 이론 수업을 탄탄하게 받을 수 있었고, 미국 간호학과에서는 실무 중심
적인데 한국에서는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됐고 원서로 공부해서 의학 용어에 적응하는데 다른 학교 간호학과에 비해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송대학교에
서 Star English 프로그램을 통해 원어민과 10분간 대화하면서 영어 공부를 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1회~10회 졸업생 총 772명 취업현황>

기타
3.8%

87.3%

대학병원
20.5%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BIG 4
29.4%

국공립병원
19.20%

▶ 입시준비

순위

병원명

병원명

취업자수

1

충남대병원

취업자수 순위

77

7

국립암센터

31

2

서울아산병원

51

8

세브란스병원

30

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50

9

분당차병원

30

4

서울대학교병원

47

10

아주대학교병원

28

5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43

11

삼성서울병원

22

6

고려대학교병원

42

12

명지병원

21

TIP!

전공 관련 교과목

과 적
· 적

합
성

인간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교과목
호텔외식조리대학

학
인

상급종합
27.3%

<우송 간호 취업기관 Best12>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취업률 및
취업현황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Q. 마지막으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 혹은 Fairmont State University 2+2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후배들에게 해줄 조언 부탁드
립니다.
A.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을 하면서 지금 가장 좋은 점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수님께 어떤 질문을 해도 괜찮고 병원에서 일을 시
작하고 나서도 모르는 것이 있어도 서로 도와주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잘 되어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는 학생에게
Fairmont State University 2+2 복수학위 프로그램만큼 좋은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후배들에게 조언하자면 단어 공
부도 중요하지만, 발음 연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학과 공부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간호사 생
활을 하면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Fairmont State University 2+2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
니다.

•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을 가진 학생
• 도덕적 윤리 의식을 존중하는 학생
•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
• 돌발상황에서 부드럽게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
• 글로벌 간호 리더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학생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 / 권혜림 외 / 2012
• 간호사, 너 자신이 되어라 / 한화순 / 2015
•나
 의 직업 간호사(21C 진로 진학 정보 개발 중심) /동천기획연구실 / 2013
•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만든다 / 김수지 / 2010
• 간호사라서 다행이야 / 김리연 / 2015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 요양원 : 어르신들 소통 도우미 및 보건복지시설 센터 청소
• 병 원 : 치매예방 홍보 및 활력징후(건강사정) 체크
• Medical Dreram Camp 프로그램의 행사 도우미 및 체험 학생 인솔 보조
• 간호학과 전공체험 참여 및 모의실습병원(Sol-Hospital) 체험
• 선배님들과의 Q&A
• 외국인 교수님(제2외국어) 수업 미리 듣기
• 미스터. 나이팅게일 / 문광기 / 2014
• 나이팅게일의 눈물 / 게일 / 2011
• 간호사, 프로를 꿈꿔라! / 도나 월크 카르딜로 / 2005
• 간호사는 고마워요 / 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 / 2017
• 간호사 김영미 / 김영미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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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학과
Physical Therapy

http://pt.wsu.ac.kr

Globally Competent Physical Therapist
as Rehabilitation Specialist
•최신 재활 이론 및 선진 의료시스템에 익숙한 리더, 물리치료사 양성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물리치료사 양성
•선진국 물리치료사 면허 취득 및 해외 대학원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T. 042-630-4620

학 과 개 요
물리치료사는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기능의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도와 최대한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그
역할이 기대되는 직종이며, 재활 팀 중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리더로서의 자질이
요구됩니다. 미주지역에서는 주로 작업치료사 및 언어치료사와 재활 팀을 이루어 종합적인 치료의 핵을
담당합니다. 편성된 교과과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환자의 내원부터 평가,
계획, 재평가를 하는 포괄적인 문제해결 중심 접근방법(Problem-solving based approach)과 최근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치료방법을 선정하는 근거중심방식(Evidence-Based Practice, EBP)의 물리치료를
채택하는 선진국형 물리치료학 교육방식으로 교육합니다. 또한 국내거주 외국인의 증가, 정부의 의료산업화
추진에 따른 외국인 의료수요 증가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전문가로서
국제적인 물리치료사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을 교육합니다.
관련자격증

교 육 목 표

•물리치료사 면허증
•기타 관련 자격증 : 필라테
스, 수중물리치료, PNF 등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인한 중추신경계 손상 및 근골격계 손상, 스포츠 레저활동 인구의 증가로 인한 스포츠
손상,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진입에 따른 노인 재활의 필요성의 증가/2008년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요양시설 증가에 따라 3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물리치료실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이들의 재활을
담당하는 물리치료사 수요 급증/의료시장 개방과 외국인 환자들의 재활치료 수요 증가/ 유학 및 해외취업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갖춘 리더의 자질을 갖춘 물리치료사 양성/국내외 보건 의료 환경 변화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 물리치료사 양성

졸업 후 진로
•국내외 대학원 진학 및 해
외 병원 취업
•국내 종합병원, 대학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재활전문센터, 요양원, 장
애인 시설, 장애인복지관
•스포츠팀 트레이너, 스포
츠 연구소 및 웰니스
(Wellness)프로그램 개업
•산업체 건강관리실 및 의
무실
•의료기기 및 의수족 보조
기 제작분야
•보건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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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일반생물학및실험, 일반화학및실험, 일반물리학및실험, 의학용어, 해부학, 기초생리학 등

2학년

신경학개론및실습, 물리적인자및실습, 보건통계학및실습, 이학적검사및평가,
기초운동치료학및실습, 재활심리학 등

3학년

캡스톤디자인, 신경계물리치료및실습, 응용운동치료학및실습, 노인물리치료및실습,
소아물리치료및실습, 심폐계물리치료및실습, 재활의학 등

4학년

근골격계물리치료학임상실습, 신경계물리치료학임상실습, 소아물리치료학임상실습,
노인물리치료학임상실습, 보건의료법규 등

학과동아리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STUDY ABROAD : 해외 취업을 위한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학습 동아리 (지도교수 : 최봉삼)
•FRONTIER :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 임우택)
•UPDATE : 빠르게 변하는 의료시장 정세를 반영하여 논문을 연구하는 학술 동아리 (지도교수 : 박수경)
•S.W.O.T: 전공 지식 함양을 위한 스터디 그룹 동아리 (지도교수:유성호)
미니인터뷰
물리치료학과 17학번

물리치료학과 16학번

유*경

전*영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6학번 졸업생 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17학번 졸업생 유*경입니다.

83.6%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정*영 (16년도 졸업)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송*빈 (17년도 졸업) 신촌세브란스병원 / 일산백병원
•최*민 (17년도 졸업) 국립재활원
•이*창 (18년도 졸업)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병원
•안*언 (18년도 졸업)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스포츠센터

•김*휘 (19년도 졸업) 서울한양대학교 부속병원
•김*찬 (19년도 졸업) 나사렛국제병원
•조*경 (20년도 졸업)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김*일 (21년도 졸업) 국립재활원
•김*희 (21년도 졸업) 서울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호텔외식조리대학

▶ 입시준비

▶2021년 대한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학회 논문 공모전 최우수논문상 수상
▶ 2020년도 제48회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전국 수석 배출
▶ 2019년 우송대학교 창업캠프 미니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8 대전지역 물리치료과 문화학술 한마당 국회의원 특별상 수상
▶ 2017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 금상

TIP!

전공 관련 교과목

문과출신 학생들도 수강가능한 눈높이 영어, 생물, 화학, 물리, 보건관련 과목
•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과 리더십, 인내심이 있는 학생
• 국내외 봉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

전공관련활동

• 장애인복지관이나 요양원
• 사회복지관 봉사활동
• 직업체험 활동

• 보건관련 동아리 활동
• 병원현장 견학 등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 미치 앨봄 / 2017
• 바디워칭 / 데드먼드 모리스 / 2017

• 대화의 기술 / 플렛 데일 / 2002
• 생명 윤리 이야기 / 권복규 / 2007

과 적
· 적

합
성

보건복지대학

• 물리치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
•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학생
• 상대방의 아픔을 같이 고민할 줄 아는 학생

학
인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취업률 및
취업현황

Q. 임상 실습 경험이나 팁이 있나요?
실습 나가기 전 본인이 가게 되는 병원의 전문분야에 관해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수치료를 주로 하는 병원이면 이 병원의 전문분야가 어깨인
지 허리인지 알고 어느 정도 공부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재활병원의 경우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들을 접할 수 있고, 대학병원의 경우 급성기 환자들
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나갈 때 한 군데는 대학병원, 또
한 군데는 대학병원을 경험해보고 둘 중 본인에게 더 맞는 병원을 찾는 것
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Q. 재학 중 배운 과목 중 현재 업무와 연관이 깊은 과목은 무엇인가요?
현재 근거기반의 재활운동을 제공하는 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논문연구 조별과제로 진행되었던 캡스톤디자인이 가장 연관이 깊
었습니다. 필요한 논문을 찾아 스스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방법과 조원들
의 강점을 살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재학 중 토익 등 어떤 자격증을 따면 도움이 되나요?
대학병원에 취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토익점수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취
업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센터에 취직을 희망하는 학
생들은 많이들 알고 있는 생활 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철도물류대학

Q. 전공에 도움이 되는 대외활동으로 어떤 것을 추천하시나요?
봉사활동, 서포터즈 등 많은 활동들이 있겠지만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송대학교 총장, 중앙부처 장관상 등 훈격이 높아
스펙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학 전공을 살린다면 창업 아이템의 경쟁
력과 더불어 본인의 전공 역량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Q. 취업 할 때 우송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커리큘럼
을 통해 도움이 된 점은 무엇인가요?
커리큘럼이 다른 학교랑 다르게 물리, 화학, 생물학 등의 과목을 수강하게
끔 되어 있어서 물리치료사의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엔디컷국제대학

Q. 본인이 생각하는 우송대학교 물리치료학과의 장
점은 무엇인가요?
체계적인 커리큘럼, 탄탄한 교수진 그리고 학구열이 높은 학생들입니다.
실제로 커리큘럼과 교수진으로 인해 우송대학교에서 입학경쟁률이 높은
학과 중 하나이고, 미국 등 해외 대학생들이 우송대학교 물리치료학과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뛰어난 학생들이 입학하다 보니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선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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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건강
재활학과
Department of
Sports Science & Rehabilitation

http://sports.wsu.ac.kr
T. 042-630-9840

Educating athletic trainers specializing in sports
performance improvement and injury rehabilitation in the
athletic field of both elite sports and sports-for-all
•엘리트, 생활체육 등 스포츠 현장에서 경기력 향상 및 재활훈련을 담당하는 스포츠재활
전문가 양성
•복합 만성질환으로 인한 신체장애 상태를 건강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건강운동 전문가 양성
•건강 및 신체활동 상태와 체력수준 평가에 따른 운동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운동
지도자 양성
학 과 개 요
운동선수들의 전반적인 운동 손상 관리 뿐 아니라 웰빙·웰니스 문화의 정착을 위한 건강증진과 스포츠·
피트니스·레저 활동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손상 예방·평가,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 수요의 급증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건강운동관리사 및 선수트레이너(AT: Athletic Trainer) 양성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론 교육과 프로 및 아마추어 구단, 병원의 재활운동센터, 선수 운동재활트레이닝센터,
건강증진센터, 체력센터 등에서의 실습 등을 통하여 실무 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관련자격증
전문스포츠지도사, 건강운
동관리사, 생활체육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
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
츠, 테이핑자격증, 마사지자
격증, AT 민간 자격증,
CSCS자격증, 퍼스널트레이
너자격

졸업 후 진로
•국내외 프로구단, 선수촌,
대학 운동팀, 스포츠과학센
터, 선수재활트레이닝센터,
병원재활운동센터,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피트니스센
터, 체육회
•연구소 : 장비 이용한 체력
측정 및 평가
•대학원 : 일반, 교육, 의학
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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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목 표
•엘리트, 생활체육 등 스포츠현장에서 경기력향상 및 재활훈련을 담당하는 스포츠재활 전문가 양성
•복합만성질환으로 인한 신체장애 상태를 건강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건강운동전문가 양성
•건강 및 신체활동 상태와 체력수준 평가에 따른 운동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운동지도자 양성

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AT개론, 기초해부학, 운동과웰니스, 기초운동생리학, 병태생리학, 생활스포츠지도론,
스포츠영양학, 운동기능측정법

2학년

운동기능해부학(신체치료학), 스포츠건강관리실습1・2, 근골격계촉진방법론, 응급의학,
임상운동생리학, 인체운동학실습, AT테크닉, 트레이닝이론과실제

3학년

건강및체력검사, 퍼포먼스&컨디셔닝, 운동부하및심전도, 스포츠심리학, 약리학,
운동처방론, 자세측정및평가도구, 하지스포츠재활훈련및실습,
하지스포츠손상기전및평가, 심화보조요법

4학년

상지스포츠손상기전및평가, 상지스포츠재활훈련및실습, 건강운동관리특론, 재활・
질환별프로그래밍, 현장관리실무특론, 전문스포츠팀현장실습, 구기종목스포츠현장실습,
선수재활퍼포먼스센터현장실습, 건강증진기관현장실습

학과동아리
•Best Aid : 스
 포츠현장 지원을 통해 Athletic Trainer 에게 필요한 실무 경력 배양 (Warm up, Taping, Massage, Performance Training,
Stretching) (지도교수 : 어은실)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Majestic : 프로 및 학교스포츠 부상선수의 안전한 경기복귀 및 경기력 향상과 부상예방을 위한 재활훈련 제공 (지도교수 : 어은실)
•S.F.M : 매주 2회 축구 모임을 통하여 재학생들의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고 자격증 취득 및 대회 참가로 축구 지도사로서의 능력 향상 (지도교수 : 변재종)
•SEP (Sport Equipment): 선
 수 및 일반인들의 재활훈련을 위한 기자재 측정과 기자재 조작법을 교육, 측정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회 연구 활동을
진행 (지도교수 : 어은실)

미니인터뷰
스포츠건강재활학과 17학번

스포츠건강재활학과 19학번

박*민

유*경





•노*진 (21년도 졸업) 여자 필드하키 국가대표팀
AT(Athletic Trainer) 트레이너
•김*희 (21년도 졸업) 우리은행 여자 농구단
AT(Athletic Trainer) 트레이너
•우*욱 (21년도 졸업) 연세대학교 농구단
AT(Athletic Trainer) 트레이너
•김*수 (21년도 졸업) 부천 인본병원
•김*범 (21년도 졸업) 파주 인본병원
•전**더 (21년도 졸업) 파주 인본병원

TIP!
자연계, 이과 전공
• 스포츠 관련 학문에 관심이 있는 학생
• 스포츠를 좋아하며 즐길 줄 아는 학생
•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 종목에 대해 높은 이해도 및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 전공 관련 다양한 활동, 체험을 좋아하는 학생

전공관련활동

• 학과 전공체험 or 미가대 참여
• 꾸준한 스포츠 종목 즐기기
• 스포츠 관련 대회 서포터즈 활동자
• 다양한 스포츠 경기 직관 및 스포츠 현장 답사

• 스포츠클럽대회 참여
• 스포츠 동아리 활동
•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Principles of athletic training / Arnheim, 2015
• Rehabiltation tech for spoorts medicine and
athletic training / Prentice, 2013
• Trail guide to the body / Biel(채윤원 역) / 2015
• Essentials of strength training and conditioning /
Baechle / 2011

• 스포츠 건강 과학론 / 김은경 / 2003
• 스포츠건강과 웰니스 / 평생체육연구소 / 2016
• 건강스포츠심리학개론 / 임호남 / 2004
• 건강스포츠생리학 / 김철원, 하경수 / 2015

과 적
· 적

합
성

보건복지대학

•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줄 알고 인내심이 있는 학생
• 지속적인 노력으로 발전하는 학생
• 배운 것을 적용할 줄 아는 학생
• AT에 대해 이해도가 있는 학생

호텔외식조리대학

전공 관련 교과목

학
인

JWKIM COLLEGE OF FUTURE STUDIES

▶ 입시준비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70.2%

2021년 대학정보공시기준

•김*홍 (19년도 졸업)
대한체육회 럭비대표팀 AT(Athletic Trainer) 트레이너
•오*혜 (19년도 졸업)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정*석 (19년도 졸업)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운동재활관
•김*구 (20년도 졸업)
고려대학교 스포츠단 AT(Athletic Trainer) 트레이너
•장*희 (20년도 졸업) 올바른 서울병원
•오*성 (20년도 졸업) 대전 장애인 체육회
•신*혁 (20년도 졸업) 서울 시니어스 강서타워

철도물류대학

취업률 및
취업현황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우리 스포츠건강재활
학과는 AT개론, 해부학, 응급의학 등과 같은 이론강
의로만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저학년때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3, 4학년때 테이핑, 마사지, 상•
하지 손상기전 및 평가 등의 실습과목을 통해 직접
눈으로 보고 실습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짜여 있습니다. 현재 4학년인 저
는 대전중 농구팀으로 실습을 나가 테이핑과 부상케이스 노트를 비교적
쉽게 작성할 수 있었고, 돌발 상황 시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
다. 또한, 부족한 부분은 학과 내 동아리 활동인 Best Practice에 공강 때
마다 참여해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센터 내
에 있는 기구와 운동을 배우고, 부상으로 인해 센터를 방문하는 선수들에
게 각 종목에 맞는 재활운동을 통해 복귀를 도우면서 재활에 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계속 성장하는 AT(Athletic
Trainer) 트레이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엔디컷국제대학

우송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골프 아카데미팀에서 골프선수 트레이닝을 하고 있
습니다. AT(Athletic Trainer) 트레이너가 되어야겠
다는 꿈을 가지고 입학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학용
어와 해부학, AT(Athletic Trainer) 트레이너의 역
할을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손상기전과 평가, 재활까지 체계적인 순서의
이론수업을 따라갔습니다. 동시에 학교 내 재활센터, 동아리에서 활동하
며 수많은 재활과 트레이닝 도구, 측정 장비 등을 다뤄보고 선수들에게 운
동을 지도해볼 수 있었습니다. 3학년이 된 후 부터는 배재고등학교 럭비
팀, wsu스포츠재활센터, 유도대회지원, 성균관대학교 농구팀 등 팀과 대
회 및 훈련 지원에 나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필드에서 눈으로 보고 움직이
며 자신감과 현장경험을 쌓았습니다. 운동 중 전방십자인대 부상을 입어
수술을 하고 학교 내 재활센터에서 8개월간 교수님, 동기들, 선배, 후배들
에게 운동 지도를 받으면서 재활을 하며 실제로 느껴보면서 성공적으로
몸을 만들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과 입
학부터 졸업까지 따라간 교육의 순서, 실습 등을 통해 지금의 저를 만들어
낸 것 같아서 너무 소중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송대학교에서 만
든 단단한 기본을 가지고 더 발전시키며 저는 AT(Athletic Trainer) 트레
이너로 정점을 찍고 모든 선수들과 AT(Athletic Trainer) 트레이너를 꿈
꾸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며 도움을 주는 위치까지 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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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 입학처 - 042) 630-9623, 9627, 9633, 9634
옐로아이디 - 우송대 woosong@wsu.ac.kr
•우송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wsu.ac.kr
•입학처 홈페이지 http://ent.wsu.ac.kr
•공식 블로그 주소 http://blog.naver.com/21kwc
•인스타그램 주소 http://www.instagram.com/woosong_univ
•페이스북 주소 http://www.facebook.com/woosong.univ
(34606)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자양동 155-3번지) 우송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