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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솔인터내셔널스쿨은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수준의 고품질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해외 인턴십
해외 취업
외국인 교수의 영어 전공 수업

학과/전공 안내
우수한 외국인 교수 / 100% 영어 강의 / 해외 취업 특화

•SIRA : 글로벌철도·교통물류학부              
     Sol International Railroad and Transport management department

•SIMA :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Sol International Media & Communication Arts

•SIHOM :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              
     Sol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SICA : 글로벌조리학과              
     Sol International Culinary Arts  

•SIRES : 글로벌외식창업학과               
     Sol International Restaurant & Food Service Management

•SIMED : 글로벌의료서비스경영학과              
     Sol International Medical Services Management 

■ 신입생 특전

•전체 합격생 중 50% 장학금 지급 (한 학기) 

•영어성적 우수자 해외연수 지원 (연 2회)

•R-IEP 수강생 기숙사 생활 

•1학년 1학기 R-IEP(영어 집중 교육 프로그램) 수강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우송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람.

우송대학교 솔인터내셔널스쿨 입학처 

 (34606)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자양동 155-3번지) 
T. 042) 630-9623, 9627, 9632

sischool.wsu.ac.kr      www.w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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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TERNSHIP

솔인터내셔널스쿨 글로벌 캠퍼스

영어 두렵습니까? 영어는 R-IEP가 책임집니다.

미국 대학 유학생용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국내 최초의 

영어 집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어환경에 적응하고

영어환경 안에서만 생활하는 기숙형 몰입 과정입니다.

•1학년 총 20주 과정

•R-IEP 수강생 기숙사 생활

“12년 잠자던 영어, 우송대학교에서 깨우자!”

영어 집중 교육 프로그램 R-IEP



글로벌의료서비스경영학과
•글로벌 헬스케어 실습 및 교육과정 운영 
•영어를 기반으로 제2외국어 능력향상
   -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글로벌외식창업학과
•글로벌외식창업 전문가 양성
•외식경영, 조리기술, 외식산업 CEO양성교육
•해외 복수학위 프로그램 및 인턴쉽
•해외 유학 및 창업/취업에 유리한 교육과정

글로벌조리학과
•글로벌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창의적, 실용적, 국제적 교육과정
•해외유명대학 복수학위 및 해외 인턴쉽 기회

글로벌
현장교육

해외취업
선도교육

해외유명
복수학위

•전체 합격생 중 50% 장학금 지급 (한 학기)

•영어성적 우수자 해외연수 지원 (연2회)

•R-IEP 수강생 기숙사 생활

•글로벌 교수진의 100% 영어강의

•글로벌 교육환경 제시

•우수 해외대학과 다양한 공동과정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현장 인턴쉽

•국내외 유명 전문가 특강 및 상시교류

Sol International School (SIS)

최정상급 전문 복수학위 과정

해외 인턴쉽

다양한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글로벌 교육환경의
Sol International School 글로벌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솔인터내셔널스쿨은 외국인 교수진

과의 수업을 통해 국내에서 경험하는 해외 유학 생활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과 교육 프로그램

학장 Richard G. Johnson
University of Michigan

U.S.A.

부학장 Hosae Lee 
University of Kentucky

U.S.A.
글로벌외식창업학과

Katsuto Sandifer 교수
Johnson & Wales University

U.S.A.
글로벌조리학과

Katie DeSau 교수
University of Portland

U.S.A.
SIS 교양영어

Willy H. Engelbrecht 교수
North-West University 

South Africa 

글로벌외식창업학과

Michalis Toanoglou 교수
University of Surrey

U.K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

Jonathan Woodier 교수
University of Queensland, 

Brisbane
 Australia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Binayak handari 교수
서울대학교

South Korea
글로벌철도융합학과

Cathy Rehfus-Wilsek 교수
Davenport University (MBA) 

U.S.A.
All Saints University(MD)

Dominica
글로벌의료서비스경영학과

글로벌철도·교통물류학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철도전문가
•글로벌 기업과 해외진출 국내 대기업으로 취업
• 취업의 고급화(공기업 및 대기업)를 위한 
    글로벌 철도 인재 양성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 예술, 기술, 학문을 통섭하는 새로운 미디어 

영상 산업에 대한 이해
•글로벌 영상 제작의 최신 트렌드 학습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
•리더십 육성과 글로벌 체험 학습 중심의 교육 제공
• 동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최신의 커리큘럼과 국내외 

산업체들과의 협력과 체험교육을 통해 비전 제시

From WOOSONG to Glob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