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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표 명장
우송정보대학!

자기주도적 학습의 첫 걸음

나는 한/국/대/표 명장을 꿈꾸는 우송인이다! 

교무처



○ 대학의 비전 및 목표

¡ 비전 : 한국대표 명장을 키우는 명품대학

¡ 대학 교육목표 : “실용기술 중심의 전문적 직업기술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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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로설정 및 졸업기준

진로설정

Ÿ 대학과 홈페이지에 Career Pathway를 보면 졸업 후의 나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Career Pathway 예시 : 언어치료과)

졸업기준

Ÿ 졸업 학점 : 74학점(2년제 기준)

Ÿ 교양은 6학점이상, 전공은 40학점 이상 취득

Ÿ 타과과목, 특별교육과정, 다양한 교양교과목을 수강 가능

Ÿ 3년제 및 4년제 학과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학 홈페

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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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장 육성을 위한 특성화 교과

직업기초능력

Ÿ 산업현장에서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바른 인성과 직업기초능력 
향상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등 인성 및 직업기초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과목 수학

교양

Ÿ 전공 외의 4차산업, SW코딩 등 재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양 수업 개설을 통하여 학생들의 기초 

교양 능력 증진

Ÿ 세부목표

ü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 고취
ü 다양한 교양교육을 통해 대학에 대한 자존감 형성
ü 교양 교육을 통한 건전한 정신건강 형성
ü 졸업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신감 및 기초 능력 형성
ü 4차산업혁명 등 미래 신기술(빅데이터, IoE 등) 관련 교육 시행

 ⇨ 유튜브크리에이터, 모바일앱개발기초, 사진촬영기법, 바리스타실무,  

 4차산업혁명과 창업, 청의적발상법, 필라테스, K-POP댄스 등

외국어

Ÿ 대상학과: 전체학과

Ÿ 1학년 1,2학기에 영어(English Essentials), 일본어, 중국어 등 수강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시수

1학년

1학기

English Essentials 1 2학점

3시수

1학년

2학기

English Essentials 2 2학점

3시수
일본어 2일본어 1

중국어 1 중국어 2

Ÿ 자체운영 학과(글로벌학과) : 전공관련 영어 프로그램 학과 내 자체 

개설 및 운영 : 글로벌명품조리과, 글로벌제과제빵과, 글로벌호텔외

식과, 외식조리과 등

Ÿ English Essentials은 어학교육센터에서 개설, 운영하며 각 학과(계

열) 소속 원어민영어책임 교수가 강의. 

Ÿ 영어우수학생 및 대기업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은 토익 집중 수업 

및 영어사관학교 등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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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프로젝트  

Ÿ 「한국대표 명장양성」 비전달성을 위한 실무중심 역량 강화

Ÿ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한 단기 미션 달성

Ÿ 세부내용

ü 실험, 실습, 제작 중심의 교과로 운영
ü 학과의 특성상 핵심기술 집중 재교육, 자격증 취득 집중교육, 

NCS기준 기술 집약교육, 통합적 기술 숙달교육, 아이디어 구성 
및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ü 산업체와의 교류를 통한 맞춤형 교육 실시
ü 교육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학과의 특성에 맞추어 블록식, 팀티

칭, 전담 교수 교육제 등 다양한 방식 

창업

Ÿ 취·창업 교과 운영을 통해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자기 
삶에 대한 명확한 사명과 목표를 세워 실천할 수 있는 동기 부여
Ÿ 취업에 필요한 구직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취업역
량강화
Ÿ 대학 내 창업 분위기 확대와 실제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
Ÿ 취업과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열망과 선
호, 흥미, 관심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함.
Ÿ 세부목표
ü 프로직업인이 되기 위한 첫 시작! 자기이해, 꿈과비전, 프로직업

인
ü 취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진로지도, 이미지메이킹, 보이스트

레이닝, 면접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대한 자신감과 
구직스킬을 향상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ü 대학 내 청년창업 분위기 확산 및 창업아디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프로그램 운영

3  취업연계 실습학기제(현장실습)

현장실습

Ÿ 학교와 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
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

Ÿ 현장실습 운영 상세 

ü 1학년 겨울학기부터 현장실습 참여가능
ü 2학년 2학기 취업연계형 실습학기제(현장실습)
ü 전공분야 장기 현장경험 보유로 취업역량 강화
Ÿ 차별성

ü 일반적으로 4주 정도의 현장실습을 진행하지만 우리 대학은 4주, 8
주, 12주, 15주로 다양한 실습학기제(현장실습)을 운영

Ÿ 실습학기제 : 학기단위로 일정기간 연속하여 운영되는 장기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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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과 활동 – 수업 외 다양한 활동

비교과

Ÿ 학과(부)별 전공 기초능력 향상

Ÿ 전공에 대한 이해 향상, 진로설정 등을 위한 산업체 현장견학 및 전시

회 참관, 산업체 전문가 특강, 졸업생 간담회 등

Ÿ 전공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Ÿ 전공능력 향상 경진대회 – 경진대회 우수 학생 국내외 전공탐방 연수, 

해외어학연수, 해외산업체 연수 실시 

Ÿ 취·창업관련 동아리 활동

5  전과제도 – 다른 학과로 졸업하고 싶어요!

전과

Ÿ 전과는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학생 중 신청할 수 있음

Ÿ 유아교육 및 간호․보건계열의 경우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

서만 가능

Ÿ 전과한 학생은 전입학과의 전공 4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Ÿ 전과 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학과의 전공선택 및 일반선택학점

으로 인정할 수 있음

6  타 학과의 과목 수강

타 학과 
과목 수강

Ÿ 다른 학과(부)의 수업을 듣고 싶으면, 수강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됨

Ÿ 수강 받고자 하는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본인의 해당학과(부)의 교과와 

인접성이 있는 경우는 전공선택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

♣ 교무처 위치 : 대학본부(E4 4층) 

☎ 대표전화번호 : (042)629–6208, 6214



한/국/대/표 명장
우송정보대학!

한국 대표 명장의 기본을 만드는 
HUBILITY College

혁신지원사업과 함께 혁신적인 대학생활 !

혁신지원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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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지원사업단 사업 목표  

Life Long Learning국가 간 공유형 
학습 Network

Practical & Personal 
LearningEducation Technology

중장기 전략과제 선정의 방향성 

한국대표 명장의 기본을 만드는 HUBILITY College 

산학협력 Platform의 고도화

시장이 요구하는 교육

스스로 찾고, 교류하며 배우는 학습방법

학생의 선택을 기반으로 하는 과정

수요와 요구 기반의 직업 교육

Platform
교육구조

Contents
+브랜드 

언제나 접근 가능한 Smart 교육환경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Contents

학습법
(실천형)

Job(직업 

교육혁신)

Global교육협력을 통한 브랜드확보

Human 
자신의 가치를 만드는 Contents

Possibility / Capability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과 지원

Ÿ 가족기업 관리의 체계화 및 실질적 협력 프로그램 운영 : 가족기업 DB 구축 등
Ÿ 산업체연계 재직자 재교육과정 협력

Ÿ 시장중심 교육과정/전공 구성 
Ÿ 산업체요구에 적합한 인력 양성 체계
Ÿ 산업체 협력 기반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Ÿ 학습자중심교육법의 확대적용 : PBL, Flipped Learning 등
Ÿ Open-Source 기반의 학습가이드 DB

Ÿ Mini전공, Nano Degree, 글로벌 인턴십 등 학생의 선택 다양성 확대
Ÿ 4차산업형 특별교육과정의 개발

Ÿ 지역기업 수요맞춤형 공동 프로젝트 및 교육과정의 연계
Ÿ 산학연계형 학기제 : 인턴십, 현장실습 등

Ÿ On-Line교육과정의 확대 및 On-Off 통합형 운영 시스템의 구축 
Ÿ LMS와 Open-Source를 활용한 교육환경

Ÿ 직업중심 목적형집중학기제
Ÿ 글로벌자격 트레이닝 센터확보, 졸업 후 지속적 재교육 연계

Ÿ 자격/교류형 특별 교육과정 브랜드확보
Ÿ 개인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글로벌 자격, Certi’ 과정의 확보

우송정보대학의 목표 및 인재상

   교육목표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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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지원사업 지원내용

혁신지원사업

Ÿ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국책사업으로 우송

정보대학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약105억원의 예산으로 

대학의 혁신 및 재학생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사업목표

Ÿ 한국 대표 명장의 기본을 만드는 HUBILITY College

  (개인중심 “Human” + 가능성과 역량의 “Possibility /Capability”)

Platform
교육구조

Contents
+브랜드 

학습법
(실천형)

Job(직업 
교육혁신)

산학협력 Platform의 고도화

시장이 요구하는 교육

스스로 찾고, 교류하며 배우는 학습방법

학생의 선택을 기반으로 하는 과정

수요와 요구 기반의 직업 교육

언제나 접근 가능한 Smart 교육환경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Contents

Global교육협력을 통한 브랜드확보

Human Possibility / Capability

자신의 가치를 만드는 Contents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과 지원

주요사업내용

학습Platform/구조혁신 교육 Contents 혁신 학습방식 혁신 직업교육 혁신
§ On-Line 교육

§ 특성화된 다양하고 유연
한 학기제

 - 목적형, 산학연계형

§ 학생 커리어 선택의 다
양성을 제공하는 교육과
정 운영 구조

§ 글로벌자격/교류 과정

§ 산업수요기반 현장요구
형 Contents

§ 글로벌자격 트레이닝 센
터 확보

§ SW혁신형 4차산업 교육 
Contents

§ 학습기반 자기주도형 프
로젝트형 교육

§ PBL.Flipped Learning

§ 기초역량강화와 비교과 
다양성 확대를 통한 학
습 경계 붕괴 

§ 실천형 학습과제

§ 산업체와, 학생이 직접 
교류하는 정보네트워크

§ 기업의 직접 설계,운영 
가능한 Process 혁신

§ 시장요구를 즉시 반영하
는 교육 품질 관리의 구
조화

주요지원내용

Ÿ 정규교과뿐만아니라 비교과 활동 지원

Ÿ 현장실습, 현장탐방활동, 동아리활동, 자격증 취득, 해외연수 및 글

로벌 현장실습 등 학과 및 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됩니다.

Ÿ 전공관련 자격증 응시료 지원  
Ÿ 현장실습관련 비용 지원
Ÿ 전공관련 임상실습 지원   
Ÿ 강의실 및 실습실 기자재 환경개선
Ÿ 학과(부)별 교내(외)경진대회 지원
Ÿ 전공 실험실습비 지원  

Ÿ 학과별 현장견학 비용 지원
Ÿ 학과별 특강 비용 지원 
Ÿ 3D Printing Zone 구축
Ÿ PBL 학습실 구축  
Ÿ 해외인턴십, 글로벌현장실습 지원
Ÿ 애플 ios 앱개발자과정 등 특별교

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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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지원사업 글로벌프로그램 운영 사례

글로벌

프로그램

Ÿ 다양한 글로벌 어학 및 전공별 연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재학생

의 글로벌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하였음

주요 운영 내용

학부/과 프로그램 명 운영학기 참여수
글로벌명품조리
과 외 4개학과 글로벌 현장실습(해외인턴십) 2019-2학기 60명

어학교육센터 영어경진대회 우수학생 연수 2019-1학기 11명
어학교육센터 하계 영어사관학교 우수학생 연수 2019-여름학기 10명
외식조리과 스페인 BCC 해외연수 2019-여름학기 6명

글로벌호텔외식과 스위스 IMI 해외연수 2019-여름학기 2명
뷰티디자인학부 중국 흥점영상 직업전문학교 갈라쇼 2019-겨울학기 7명
애완동물학부 일본 치바애견동물플라워학교 전공연수 2019-겨울학기 22명

일본외식조리학부 일본 전공연수 2019-겨울학기 26명
어학교육센터 모의토익 및 모의토익스피킹 2019-1,2학기 827명
어학교육센터 Club Activities 2019-1,2학기 753명
Global협력센터 일본 중견기업 취업 연수과정 2019-여름학기 50명
어학교육센터 하계,동계 영어사관학교 2019-여름,겨울학기 115명
어학교육센터 신입생 영어캠프 2020-1학기 206명
어학교육센터 모의토익 및 모의스피킹 2020-1,2학기 750명
어학교육센터 Club Activities 2020-1,2학기 538명
어학교육센터 원어민 소규모 Speaking 프로그램 2020-2학기 73명
애완동물학부 일본 치바대학 연수 프로그램 2020-2학기 115명

글로벌명품조리과 글로벌 현장실습 2020-2학기 3명
Global협력센터 토픽2 프로그램 2020-2학기 51명
어학교육센터 동계방학 영어사관학교 2020-겨울학기 107명

    
Club Activities 영어사관학교

        
프랑스 INBP 스위스 IMI 해외연수 스페인 B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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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신지원사업 학생지원프로그램 운영 사례

초청특강
q 국 내외 산업체 인사를 초청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과 경험 및 기술들

에 대하여 특별강의를 통해 전공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며 2020학년도에 총 22개과 2,945명이 참여하였음.

주요 사례

패션유통매니저과
㈜씨크릿우먼 대표 초청특강

디지털영상비주얼디자인학부
성공취업사관학교 대표 초청특강

유아교육과
소담유치원 원장 초청특강

현장견학
q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산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공 및 취업 관심도를 고

취 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2020학년도에 17개과 1,117명이 참여하였음.

주요 사례

유아교육과
뮤지토리 키즈

일본외식조리학부
2020 베이커리 페어 및 푸드위크 

철도교통학부
대전 조차장역 

전공관련 
자격증 

응시료 지원

q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을 응시료를 지원하였으며 2020학년

도에 14개과 316명에게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였음

주요 사례

호텔관광학부
국제바텐더 자격증 취득과정

유아교육과
우쿠렐레 자격증 취득과정

리모델링건축과
실내건축산업기사 취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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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경진대회
q 학생 전공역량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외부경진대회 참여에 지원을 하

였으며 2020학년도에 3개과 67명이 참여

주요 사례

글로벌실용예술학부
2020 전국 댄스 페스티벌 

참여 : 부문별 우승

애완동물학부 
KKC반려견 스타일리스트 

경연대회 : 대상,

일본외식조리학부
제11회 쌀케이크 만들기 
경연대회 : 동상수상

교내경진대회

q 학생의 학습역량, 전공역량,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명장경진대회/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창업경진대회/외국어 말하기 경진대회 등 다양한 교내경진대회를 진행

  - 명장경진대회 : 1학기 23개과 2,475명 참여 / 2학기 38개과 1,599명 참여

  - 캡스톤경진대회 : 1학기 8개과 556명 참여 / 2학기 7개과 191명 참여

  - 벤처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 53명 참여

  - 외국어 말하기 경진대회 : 영어 134명 참여 / 일본어 20명 참여 

  - 2020우송정보대학 1인미디어 양성 경진대회 : 101명 참여

주요 사례

글로벌실용예술학부
명장경진대회

외식조리과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벤처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2020우송정보대학 
1인미디어 양성 경진대회

외국어 말하기 
경진대회(영어)

외국어 말하기 
경진대회(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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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프로그램

q 학생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을 전공별로 다양하게 운영하여 다양한 커리어 설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2020학년도에 24개과 2,270명 참여

주요 사례

제과제빵과
제빵기초 프로그램

글로벌명품조리과
Basic sauce making

유아교육과
A+실력쌓기 

호텔관광학부
영어 기초학습능력 향상 

간호학과
국가시험 전공역량강화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설비산업기사 과정

현장실습비 

지원

q 산업체에서 집중적인 현장실습 및 인턴십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2020학년도에 3개과 총 17,875,000원 지원

주요 사례

학과명 실습명 실습인원 비고

사회복지과
보육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72명

아동보육복지과

보육실습

28명

유아교육과 57명



한/국/대/표 명장
우송정보대학!

산학일체형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대학

사회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한 
취업률 향상!

LINC+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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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NC+ 사업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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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NC+ 사업 운영 사례

프로그램 운영사진

인성과 리더십 교육

(2020.5.11.~6.26)

LINC+ 팀프로젝트

경진대회

(2020.10.30.)

인성캠프 운영

(2020.11.05.~12.01)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인성특강 

(2020.12.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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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사진

CPR(심폐소생술)교육

(2020.11.19.)

LINC+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2019.10.23.~24)

LINC+ 교육과정,

현장실습 수기공모전

(2020.11.24.)

진로코칭 교육

(2020.12.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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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사진

2020 산학협력EXPO

(2020.12.02.)

2020 산학협력 EXPO

온라인 현장견학

(2020.12.02.~12.10)

PBL교수법 특강 및 

우수사례 성과공유회

(2020.10.21.)



한/국/대/표 명장
우송정보대학!

중소기업과 전문대학의
연계를 통한

맞춤인력 양성 및 공급!

대학연계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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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연계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단 사업 목표

중점사업

목표

Ÿ 중소기업의 인력애로를 해소하고 청년 취업을 촉진

Ÿ 맞춤형 기술 교육을 연마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Ÿ 기업의 요구와 학교 교육의 연계에 의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맞

춤형으로 양성하기 위한 대학 교육과 산업 일체화 시스템 개발

Ÿ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Ÿ 산학협력 체계의 공고화 및 대학의 취업률을 증가시키는 산학 연계

체계의 구축으로 산업의 안정화를 도모

Ÿ 참여학생의 취업률, 산학협력기업의 채용률, 참여학생의 교육이수율

을 최종적으로 100%에 도달

사업운영

【 대학연계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단 구성 】

   

【 대학연계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운영 Flow 】

    

【 참여학과 선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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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연계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운영 사례

산학협력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내용

맞춤교육
중소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중심의 맞춤교육

으로 전공수업과 중복 안되게 100시간 내외 실시

현장실습
기업현장 이해 제고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협

약기업에서 현장 기술연수 후 취업연계 지원

1팀-1프로젝트
‘기업-교수-학생’이 팀이 되어 기업에서 요구하

는 자료조사, 아이디어 발굴 등 공동프로젝트 수행 

역량강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사진

4차산업혁명 진로탐구특강

(2020.11.11)

경영/무역 특강

CSR 분야 특강

(2020.11.11)

중소기업이해연수

(2020.11.13)

취업캠프

(2020.11.17)



한/국/대/표 명장
우송정보대학!

외국어 능력 쌓아 당당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대표 명장!

Go Global! 

어학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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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역량 강화

어학교육지원

센터

Ÿ 어학교육지원센터는 외국인 교수 27명, 한국인 교수 4명으로 구성

Ÿ 외국어 교과목 개설, 영어사관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Ÿ 학생들의 공인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성적 취득 지원

Ÿ 국내외 취업에 필요한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Why Go 

Global?

Ÿ 21세기는 전세계가 연결되어 각 산업 분야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
을 주고받고 협업하여 글로벌 관점을 갖춘 인재가 필요함
Ÿ 한국대표 명장을 육성하는 우송정보대학에서 전공역량을 키우고 외
국어 능력을 향상하여 국내외 우수기업체에 취업할 역량을 신장
Ÿ 글로벌 직업현장에서 일하며 자기분야의 전문성 뿐 아니라 폭넓은 
세계관, 다문화 수용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

How can I go 
global?

Ÿ 학과 전공 지식과 기술을 익혀 필요한 자격증 취득 

Ÿ 국내외 기업체가 요구하는 공인외국어시험성적취득

Ÿ 해외 취업 현장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습득

2  영어 프로그램

영어필수교과

English 

Essentials

Ÿ 원어민 교수의 상황별 영어 말하기 중심 수업

Ÿ 일상생활 회화 및 해외 여행시 필요한 실질적 의사소통 능력 신장

⇨ 예) 자기소개, 길안내, 쇼핑, 항공/호텔/식당예약, job interview 등

Ÿ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 흥미 있는 그룹 활동 중심 수업

Ÿ 온라인 self-study 자료 활용, 매일 지속적인 영어 input

Ÿ 원어민 교수의 지속적인 피드백

학과별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Ÿ 글로벌실무영어: 글로벌명품조리과, 글로벌제과제빵과, 글로벌호텔

외식과 (TOEIC Speaking Level 2 → Level 5로 상승)

Ÿ 뷰티디자인학부 글로벌트랙: IELTS Level 5이상 영국 Bournemouth 

& Poole College 유학 (2015년 7명, 2016년 9명 유학)

Ÿ 글로벌호텔외식과 ICHM 2+1 프로그램: IETLS Level 6이상 또는 

TOEIC 750 이상 호주 ICHM (International College of Hotel 

Management) 호텔경영학 학사학위 취득 가능 (2017년 3명 진학)

Ÿ 국내 취업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 간호과, 철도교통학부, 외식조리

과, 소방안전관리과, 조리부사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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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학과 소속 영어 책임교수 

학부 /학과 담당 교수

글로벌명품조리과
- 김소정 (TOEIC/IELTS)
- Alejandro Chavez (Director)
- Carla Spence (Coordinator)
- Dawn Edgecome
- Zulfiya Ismailova

글로벌제과제빵과

글로벌호텔외식과
- 이인환 (실무영어)
- Scott Curtis (Coordinator)
- Gordon Lloyd

글로벌실용예술학부 - Frederick Dormehl

외식조리학부 - 박수진 (TOEIC)
- Michael B Peacock 

제과제빵과 - James Popkoski

호텔관광학부 - Jurie Van Deventer

뷰티디자인학부

메이크업전공 - George Deftereos(Coordinator)
- John Edwards
- Robert Nickson
- Mark Sabourin 

메디컬에스테틱전공

헤어디자인전공

디지털영상ㆍ
비주얼디자인학부

방송영상콘텐츠전공
- Keith Dilon
- Phoebe Sanglap1인미디어전공

디지털비주얼디자인전공

스마트팩토리스쿨
스마트팩토리기술과

- Sean Sookochoff
스마트팩토리시스템운영과

자동화ㆍ클린룸설비학부
스마트자동화전공

- Francis Mainit
에너지클린룸설비전공

철도전기ㆍ전자학부
철도전기전공

- Serge Charlebois
전자전공

철도토목과 - Pamela A.You

리모델링건축과 - Earl John Noble

소방안전관리과 - James John Lidonnice 

간호학과

- 엄상용 (TOEIC)
- 박수진 (TOEIC)
- Retha Choi
- Neil Mc Hugh

병원행정과 - Darryl J. Pugh 
- Robert Jones

패션유통매니저과 - Melissa Van Deventer
철도교통학부 - 엄상용 (철도영어/TOEIC)
조리부사관과 - 노이균 (군사영어)
컴퓨터정보과 - 김인규 (전산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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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 프로그램 

외국어 발표 

경진대회 

Ÿ 영어 수업 시간 내 영어 발표 (중간고사)

Ÿ 원어민 책임 교수의 집중적인 지도 

Ÿ 분반 별 최우수 팀이 동캠퍼스, 서캠퍼스, SIS(글로벌학과)에서 예선을 
거쳐 5위까지 선발, 총 15개 팀 명장주간 영어 경진대회 결선 진출

Ÿ 캠퍼스별 최우수상 팀에게 해외 산업체 탐방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 
기회제공

English Cafe & 

English Writing 

Lab

Ÿ 목적: 원어민 교수가 English Cafe에 상주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하
여 1:1로 편안하게 영어 회화 연습을 하며 글쓰기 첨삭 지도도 받을 수 
있도록 함 
Ÿ 위치: 테크노디자인센터(E1) 2층 테크노열람실 내 및 우송관(W7) 212-1
호
Ÿ 시간: 월∼목, 12:00∼14:00, 16:00~18:00
Ÿ 프로그램 상세 내용
ü Relax!: 원어민 교수님과 영어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
ü Feedback on your writing!: 영작문 숙제나 영어발표가 걱정되세요? 

원어민 교수님의 첨삭 받고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ü TOEIC Speaking/IELTS prep: 토익 스피킹이나 IELTS 준비하고 있나

요? 원어민 교수님과 1:1로 실제 Speaking 시험 준비하고 만점비법까
지 전수받으세요!

ü Book Club: 원어민 교수님과 영어로 소리 내어 책, 신문기사 등을 읽
고 토론하는 시간. 영어로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지면서 영어실력이 
쑥~ 올라갑니다!

ü Special Program: 영미문화를 체험하며 글로벌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Easter Day, Halloween Day, British Culture Day, St. 
Patrick Day, Thanks Giving Day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원어민 교수 

1:1 집중 회화 

수업

Ÿ 원어민 교수 1:1 집중 회화 수업
ü 초급수준의 1:1 파닉스 발음지도, 1:1 생활회화 클래스, 1:1 SNS 영어
ü 중고급 수준의 1:1 TOEIC Speaking, 1:1 Job Interview 및 이력서 작

성 특별지도 

방학 중 영어 

특별 프로그램

Ÿ Sol International School English Camp 
ü 기숙사 거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연스럽게 영어환경에 노출
ü 원어민 교수와 1:1 또는 소규모로 집중적 영어 회화 연습
ü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통합수업 
ü Movie English, 퀴즈쇼, role-play, Cooking English 프로젝트 등 흥미 

있는 활동
Ÿ 영어사관학교 
ü 공인영어시험(토익, 토익스피킹, 아이엘츠)성적향상 집중 프로그램
ü 프로그램 참여도와 영어능력 향상도 높은 학생들에게 해외어학연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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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lub Activity 

클럽 

활동 

프로그램

Ÿ 원어민 교수님과 영화 제작 및 감상, 음악 감상, 체육 활동, 외식업체 탐
방 등의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

클럽명

번

호
클럽활동명 담당교수

1 Colouring Club Mark Sabourin

2 Culinary Discussion Dawn Edgecome

3 YaWish YerWish Club John Edwards

4 Study Club Sean Sookochoff

5 Puzzle Club Retha Choi

6 Phonics and Reading Club
Phoebe Sanglap, 

Freddie Dormehl

7 BoardGame Club Alejandro Chavez

8
Youtube gaming/Trending videoes 

discussion

Jurie Van Deventer,

Melissa Van Dementer

9 Netflix Club Michael Peacock

10 Chess Club Kieth Dillon

11 Scrabble Club Earl John Noble

12 Food Tourism Scott Curtis, Carla Spence

13 Woojeong Helpers Scott Curtis

14 Current Events in Health Care Neil McHugh

Go abroad. Explore the world!!

♣ 위치 : 서캠퍼스 우송타워(W13) 606호

☎ 대표전화번호 : (042) 629–6933   



한/국/대/표 명장
우송정보대학!

학습능력?  “걱정 말아요! 그대”

교양교육센터 / 교수학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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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양 교육센터

설립목적

Ÿ 취업과 진로를 위해 필요한 전문교과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 함양
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지식, 스킬 및 태도 교육에 필요
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업무

Ÿ 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Ÿ 직무현장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기초능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Ÿ 창의, 문화 및 정보 이해 적응능력향상 기초교양 교육프로그램 개
발 및 운영

Ÿ 명장인증 및 캡스톤디자인 등 창의교과 운영

2  대학생활 향상을 위한 검사(기초학습) 프로그램

목적

Ÿ 기초학습능력 검사는 신입생들의 기초학습 능력 수준을 진단, 평가
하여 그 결과를 교수학습 계획과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검사개요

Ÿ 과목명 : 국어, 영어, 수학

Ÿ 난이도 : 중급 수준

Ÿ 문항수 : 과목당 20문항 (5지 선다형)

Ÿ 대상 : 1학년 신입생 전체 (30개학과/학부)

Ÿ 일시 : 매 학기초, 매 학기말

Ÿ  시험과목: 학과별 2~3개 과목(영어 필수, 그 외 학과특성에 따라 
국어, 수학, 과학 중 1과목 이상 선택 응시)        

향상교육

Ÿ STAR(Successful Transition for Academic Readiness) 프로그램

Ÿ 기간: 1학기 / 2학기  

Ÿ 대상: 학과별 기초학습능력 진단 평가결과를 토대로 보충지도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Ÿ 운영: 학과 및 개발원에서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교육과
정 개설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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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기초능력 프로그램

목적

Ÿ 직업기초 과목을 정규과정으로 운영하여 NCS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
는 직업기초능력을 개발함으로써 학생들의 직무현장 적응능력 향상

Ÿ 학과 및 전공에서 요구하는 직업기초능력 교과목 운영, 각 교과목별 
NCS 하위능력 학습모듈 활용하여 운영

Ÿ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과로 운영

직업기초능력 

개설교과

교과목 명 교육내용

의사소통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글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뜻한 바를 파악하고, 자기가 뜻한 바를 글과 말을 
통해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능력 함양

대인관계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는 능력 함양

문제해결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
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
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 함양

수리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칙연산, 통계, 확률의 의미를 정
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 함양

4  기초교양(창의·문화·정보) 프로그램   

목적
Ÿ 재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양교
과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교양 능력 향상

세부목표

Ÿ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 고취

Ÿ 다양한 교양교육을 통해 대학에 대한 자존감 형성

Ÿ 교양 교육을 통한 건전한 정신건강 형성

Ÿ 졸업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신감 및 기초 능력 형성

Ÿ 여러 직업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문화·정보능력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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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교과목 개요 

교과목명 학점/시수 교과목개요

컴퓨터활용(엑셀) 2-2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을 통한 정보화시대 산업체가 요구하는 엑셀 자

격증 취득을 목표

모바일 앱 개발 기초 2-2
4차 산업혁명 인력양성에 필요한 코딩기초교육 – 코딩 개념, 알고리

즘의 이해, 블록코딩 실습

빅데이터 활용 마켓팅 기술 2-2 빅데이터 수집, 처리, 시각화 및 실습

유튜브크리에이터 2-2
동영상 플렛폼인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리뷰, 개인 방송 등을 올

릴 수 있는 교육

바리스타실무 2-2
바리스타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커피원두 그라인더 선

택,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추출 기술 등 교육 

사진촬영기법 1-1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딩 할 수 있는 능력 교육

문제해결스킬 1-1(원격)
업무 수행 중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

고를 통하여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 향상

대인관계스킬 1-1(원격)
업무 수행 중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

게 지내는 능력 향상

의사소통스킬 1-1(원격)

업무 수행 중 글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뜻한 바를 파

악하고, 자기가 뜻한 바를 글과 말을 통해 정확하게 쓰거나 말할 수 

있는 능력 향상

4차산업혁명과 창업 2-2
4차산업혁명 기술적(빅데이터, 헬스케어, 가상현실,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변화와 연계하여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기본지식 함양

세계문화기행 1-1

세계 여러나라의 문화와 그 역사적 배경 등을 배움으로써 인간 삶에 

대한 보편적이고 균형 있는 이해와 자신감을 갖게 하여,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흥미와 도전정신을 함양

필라테스 2-2
스트레칭과 유산소 및 무산소성 운동을 통하여 스스로 균형 잡히고 

탄탄한 몸매를 만들고 체력을 교정할 수 있는 능력 함양

K-POP 댄스 1-1

대중댄스의 기본인 스트리트 댄스의 기초동작을 습득함으로써 수강생

들의 포퍼먼스 기초를 확립한다. 댄스를 활용한 운동 방법을 학습한

다.

창의적발상법 2-2

아이디어란 새로운 그 무엇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

는 낡은 요소들을 새롭게 결합하는 것으로 훌륭한 아이디어는 발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의 ‘결합과 조합’이 가장 중요한 아이디

어 발상 능력을 함양

음악의 이해 1-1 다양한 음악 장르를 이해하여 정서적·문화적 능력 함양

♣ 위  치: 동캠퍼스 대학본부(E4) 4층

☎ 연락처: (042) 629–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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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목적

Ÿ 교육품질의 선진화 및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한 질적인 교수·학습 교
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함 

Ÿ 최우선 목적인 대학의 교육 즉, 교수(Teaching)와 학습(Learning)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대학 교육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크게 교수지원, 학습
지원, 매체지원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이고 통합적으
로 운영하고 있음

주요업무

Ÿ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Ÿ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Ÿ 교육학습 시설 및 매체 지원 

주요

학습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용

튜터링 
프로그램

튜터와 튜티가 팀을 구성하여 전공 및 교양과목 학습, 자격증 
준비, 외국어 향상 등을 위한 스터디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학
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는데 
기여

전공별 
학습코칭 
프로그램

각 전공의 요구에 맞춘 학습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비전 및 진
로설계 기반을 마련하여 학습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상승시킴

리더십 
워크숍

대학생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리더로서의 역
량을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리더로의 
성장을 도와주고자 함

학습법 
특강

학생들이 성공적인 학습 기반을 구축하여 학업 곤란을 극복하
고 학업성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간관리, 집중력, 프레젠테이
션(발표), 보고서 작성 등의 학습주제를 선정하여 특강 및 워크
숍을 진행함

  

위치 Ÿ 동캠퍼스 학술정보관(E3) 3층 309호(042-629-6477)



한/국/대/표 명장
우송정보대학!

취업지원센터를 알면
취업이 보인다 !

취업처 / 취업지원센터 / 창업교육센터



- 33 -

1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

센터

Ÿ취업지원센터는 학생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취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Ÿ입사지원서 컨설팅, 면접교육, 이력서 사진촬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자격증 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직업

심리검사, 취업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전화

배성준 042-630-9691

차현규 042-630-9683

장세림 042-630-9681

E-mail wsjob@wsi.ac.kr

홈페이지 http://career.wsi.ac.kr

카카오플러스 “우송정보대학 취업지원센터” 검색

위 치 동캠퍼스 테크노디자인센터(E1) 206호

컨설턴트별 

담당학과

배성준 컨설턴트 차현규 컨설턴트 장세림 컨설턴트

글로벌제과제빵과 글로벌실용예술학부 간호학과

디지털영상‧비주얼디자인학부 글로벌호텔외식과 글로벌명품조리과

애완동물학부 리모델링건축과 병원행정과

외식조리과 소방안전관리과 뷰티디자인학부

제과제빵과 자동차·기계학부 사회복지과

조리부사관과 자동화·클린룸설비학부 아동보육복지과

컴퓨터정보과 철도교통학부 언어치료과

호텔관광학부 철도전기·전자학부 유아교육과

일본외식조리학부 철도토목과 패션유통매니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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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

Ÿ 입사지원서 클리닉  
Ÿ 취업캠프  
Ÿ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추천 
Ÿ 취업컨설팅     
Ÿ 취업특강
Ÿ 직업심리검사 
Ÿ 채용설명회
Ÿ 취업역량지수 관리

Ÿ 면접클리닉 
Ÿ 취업동아리 운영   
Ÿ 취업박람회 개최
Ÿ 취업관련 자격증 프로그램
Ÿ 인·적성검사 프로그램
Ÿ 이력서 사진 촬영 
Ÿ 면접복장 대여
Ÿ 취업상담

      

      

3  취업넷
학생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취업지원 시스템

 http://career.wsi.ac.kr 

Ÿ 입사지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온라인 관리

Ÿ 취업지원센터 상담 신청 및 취업역량지수 관리

Ÿ 채용 정보: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Ÿ 취업에 필요한 동영상 자료를 이용

Ÿ 취업사이트 링크 : 취업포털사이트 링크

Ÿ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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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사전, 모바일 셀프면접, 온라인 E-book 활용 안내
취업사전 Ÿ 각종 취업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http://jobdic.co.kr

Ÿ 이력서 작성 방법과 작성예시 자료 제공

Ÿ 다양한 입사지원서 양식 제공

Ÿ 면접의 핵심질문과 답변 제공

Ÿ 면접 답변을 준비하는 요령과 예상 질문

Ÿ 실시간 채용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가능

Ÿ 취업관련 다양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모바일 셀프 면접 Ÿ 온라인 셀프 모의면접 시스템 https://wsi.selfview.co.kr

Ÿ 모바일을 통한 모의면접 어플리케이션

Ÿ 직무별 모의면접 및 피드백

Ÿ 기업별 모의면접 및 피드백

Ÿ 면접 유형별 모의면접 및 피드백

온라인 E-book Ÿ 취업역량 가이드북을 온라인 교재로 등록하여 제공

Ÿ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및 요령

Ÿ 면접 준비 및 예상질문 답변 만들기

Ÿ 직업정보 탐색 및 목표설정

Ÿ 구직정보 탐색

Ÿ 면접 이미지메이킹

Ÿ 비즈니스 매너 및 직장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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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업지원센터 단계별 서비스

1
기초상담

상담학생의 현재 시점에서의 취업 시점에서의 취업역량을 측정하여 향후 
취업컨설팅의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Ÿ 오리엔테이션 Ÿ 진로의식 함양

Ÿ 자아탐구 및 이해 Ÿ 자기계발 및 목적의식 함양

▼

2
취업상담

사회인으로 진출하기 위한 직무와 산업군, 

회사 선택의 기준을 수립하는 단계

Ÿ 자신의 직업 찾기 Ÿ 자기분석을 통한 진로·목표 설정

Ÿ 유형별 직업의 분석 및 이해 Ÿ 직업선호도검사/직업적성 검사

▼

3
입사지원서

클리닉

입사지원 서류에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구직자의 모습을 만드는 단계

Ÿ 유형별 입사지원서 분석 및 이해 Ÿ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자기표현

Ÿ 분야별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

▼

4
면접 

클리닉

나만의 매력발산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여 자신감 있는 

지원자로 만드는 단계

Ÿ 면접 이해를 통한 취업준비 Ÿ 면접복장·헤어·면접자세

Ÿ 모의면접 진행 Ÿ 예상면접 질문 스터디

▼

5
구직활동

지원

본격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희망 직무에 맞는 희망기업의 

채용을 탐색하는 단계

Ÿ 채용 추천 Ÿ 목표기업에 맞는 취업전략
Ÿ 직무분석 및 기업분석 Ÿ Job 써칭 및 지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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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준비 요령

입사지원서

Ÿ 간단명료하되, 핵심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Ÿ 입사지원서 제출 전 맞춤법 및 오탈자 확인은 필수!

Ÿ 입사지원서 편집 능력도 역량이다. 깔끔한 지원서를 만들자!

Ÿ 경험과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자기소개서는 NO

Ÿ 지원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작성하자!

Ÿ 사진 또한 스펙이다. 이력서 사진을 준비하자

자기소개서

Ÿ 지원회사 별로 특화된 자기소개서를 작성

F 회사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도 다르다!

Ÿ 상세하고 명료하게 작성

F 자기소개서에는 쓸 이야기는 다 쓰되 너무 장황하면 안된다!

Ÿ 시간적 여유를 갖고 깨끗이 작성

F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번 수정·보완하는 과정 필요!

실전면접

Ÿ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F 인사담당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자신감이다.

Ÿ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라!

F 직접적인 간절함이 아닌 경험을 통한 간절함을 보여줘야 한다.

Ÿ 지원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키워라!

F 지원 직무에 대한 꾸준한 공부와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

Ÿ 차분히 고민하고 질문의 포인트를 캐치하라!

F 면접은 정답을 빨리 맞추는 퀴즈가 아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자주

등장하는

면접질문

Ÿ 1분 동안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Ÿ 저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Ÿ 본인의 강점·장점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Ÿ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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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업지원센터 시설 안내 및 취업지원 서비스
시설안내

상담실 취업지원센터 입구 취업 카페

면접교육실 정보 검색대 이력서 사진 촬영

이력서 사진 촬영·인화 서비스 면접복장 대여 서비스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이력서 사진촬영·인화 및 면접복장 대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39 -

8  창업교육센터

창업교육

센터

Ÿ 창업교육센터 운영을 통하여 우리대학 재학생들에게 창업교육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학 창업교육을 실현함.

Ÿ 창업교육센터는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창업멘토링, 벤처창업동아
리 운영 등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아이템의 사업화 지
원을 통하여 창업활성화를 도모함.

주요업무

Ÿ 창업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Ÿ 창업관련 외부기관 네크워크

Ÿ 창업교과 운영지원 

Ÿ 창업멘토링 관련 업무 

Ÿ 벤처창업동아리 운영지원

Ÿ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Ÿ 창업관련 대외 경진대회 참가 지원

Ÿ 창업관련 외부기관의 연관 정보 제공

주요

프로그램

Ÿ 창업캠프, 창업특강, 창업멘토링, 창업현장체험 

Ÿ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벤처창업동아리 운영

창업

동아리

현황

순번 학과명 동아리명 인원 비 고

1 글로벌호텔외식과 Sol Food 5

2 디자인영상콘텐츠학부 플리커스 11

3 리모델링건축과 라움 6

4 리모델링건축과 아키크래프트 5

5 사회복지과 솔 휴먼 카페 7

6 애완동물학부 솔애견훈련 10

7 외식조리과 PLAN-UP 15

8 외식조리과 인사돌 15

9 자동차기계학부 BOX 4

10 자동화클린룸설비학부 ETC엔지니어링 5

11 철도전기전자학부 물 좀 주소 5

12 철도전기전자학부 솔로봇 15

13 컴퓨터정보과 CAS 5

14 컴퓨터정보과 PC사랑 10

15 컴퓨터정보과 유비쿼터스 5

16 패션유통매니저과 F-MODE 6

합계 129

위치 Ÿ 동캠퍼스 테크노디자인센터(E1) 206호



한/국/대/표 명장
우송정보대학!

신나는 대학생활

활력 있는 캠퍼스! 설렘이 가득한 대학생활! 

학생복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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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복지처
부서

VISION
Ÿ 학생서비스 증대 및 복지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학생 복지 실현

부서목표
학생자치회 

운영의 체계적 
지원

학생복지
시설 개선 및 

확충

장애학생
지원 강화

우수학생
발굴 및 포상

주요업무

Ÿ 학생자치회 활동지도 및 지원
Ÿ 학생활동 지도 및 지원
Ÿ 학생 상벌에 관한 업무
Ÿ 교내·외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에 관한 업무
Ÿ 학생 상해보험 관리

Ÿ 학생증 신규 발급 관리
Ÿ 학보사, 동아리 운영 및 관리
Ÿ 교내 게시물 관리
Ÿ 장애학생지원센터, 보건실 운영 및 
관리
Ÿ 기숙사 운영 및 관리

부속샌터 

및

위치

학생복지팀 : 동캠퍼스 국제경영센터 (E2) 304호 ☎  629-6212

장학팀 : 동캠퍼스 국제경영센터 (E2) 304-1호 ☎  629-6213, 6283

보건실 : 동캠퍼스 대학본부 (E4) 1층 ☎  629-6812

장애학생지원센터 : 동캠퍼스 대학본부 (E4) 1층 ☎  629-6238

학보사 : 동캠퍼스 국제경영센터 (E2) 208호

기숙사 : 서캠퍼스 청운1숙  (O4) ☎  629-6542

2  학생상해보험 청구 절차
담당부서 Ÿ 학생상해보험 청구 : 보건실

절차

사고 발생 위급 시 우선치료 치료완료

간호사
(응급 처치)

119 신고
및 후송

(간호사 동승)

업무 연락
작성 제출
(보건실)

보험금청구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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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복지 시설 

솔카페 구내매점

솔파인레스토랑

우송스포츠센터 솔스포렉스 우송예술회관

투썸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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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복지시설 운영 시간

동캠퍼스

명칭 운영시간 위치

보건실 평일(0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대학본부 1층

구내서점 평일(0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국제경영센터 1층

구내식당 평일(11:00 ~ 19:00), 토·일·공휴일 휴무 테크노디자인센터 1층

구내매점 평일(08:30 ~ 20:00), 토·일·공휴일 휴무 테크노디자인센터 1층

솔카페 평일(08:00 ~ 20:00), 토·일·공휴일 휴무 국제경영센터 1층

우송스포츠센터 평일(06:00 ~ 22:00), 토·일·공휴일 휴관 체육관 1층

서캠퍼스

명칭 운영시간 위치

구내서점 평일(0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학생회관 1층

구내식당 평일(11:00 ~ 19:00), 토·일·공휴일 휴무 학생회관 1층

구내매점 평일(08:30 ~ 20:00), 토·일·공휴일 휴무 학생회관 1층

솔파인레스토랑 점심(11:30 ~ 14:30), 점심(17:30 ~ 20:30) 우송타워 13층

우송스포츠센터
평일(06:00~22:00), 토요일(08:00~18:00), 
일·공휴일 휴관

보건의료과학관 1층

투썸플레이스
평일(08:00 ~ 22:00),  휴일(09:00 ~ 21:00) 
연중무휴

우송도서관앞

솔브릿지 

국제경영

대학

명칭 운영시간 위치

솔스포렉스
실내수영장, 헬스장 

월~토(06:00~22:00), 일요일(06:00~19:00)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1층

솔코리안레스토랑
최고급 한식 레스토랑

월~토(10:30~14:00 / 17:30~21:00)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1층

솔비스트로
현대식 퓨전요리 전문점

월~토(11:30~14:30 / 17:00~20:30)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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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학제도 안내
    1) 신입생 장학금 제도

장학금명 선 발 기 준 장학금 비고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 학과 모집 전형별 입학성적이 상위 10% 이

내인 자

￭ 최초 합격자만 선발

￭ 100만원 감면

(등록금 한도 내) 

별도 신청 없음

(대학자체 선발)

외국어성적

우수장학금

￭ TOEIC 750점, JPT,HSK 5급, 650점 이상

￭ 공인외국어시험 성적만 인정

￭ 등록금 70% 감면

(등록금 한도 내) 
학기별

별도공지￭ TOEIC 550점, JPT 450점, HSK 1급 이상

￭ 공인외국어시험 성적만 인정

￭ 등록금 50% 감면

(등록금 한도 내) 

협약(고교) 

장학금
￭ 본 대학과 협약 체결한고교 출신 

￭ 100만원 감면 

(등록금 한도 내) 

별도 신청 없음

(대학자체 선발)

우송드림

(가계지원)

장학금

￭ 국가장학금1유형 신청자중 가계소득 분위에 

따라 경제사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받은 자

￭ 가계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함

 ￭ 학교의 별도기준

에 의하여 지급

(등록금 한도 내)

별도 신청 없음

(대학자체 선발)

우송가족

장학금

￭ 본 대학에 재학 중인 2인이상 직계가족 (부

자·녀, 모자·녀, 형제, 자매, 남매, 부부 등) 

단, 휴학생 및 우송대학교(대학원)은 제외

￭ 1인당 수업료     

30만원

(등록금 한도 내) 

2021년 신청

(별도 공고)

생활지원

장학금

￭ 기숙사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여 외부     

임대시설 거주자

￭ 해당학기 등록금 한도 내 지급(1학기만 지급)

￭ 소정금액

(등록금 한도 내) 

2021년 신청

(별도 공고)

○ 문  의 : 학생복지처 교내장학팀(042-629-6283, 6287)  

                       교외장학팀(042-629-6213,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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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학생 장학제도

장학구분 장학금명 선발기준 지급내역

성적우수

장 학 금

자립장학금 ￭ 매 학기 학과별 재학인원별 장학생 배정 기준에

  의거하여 장학생 선발
￭ 직전학기 성적순으로 선발

수업료 60% 감면

단정장학금 수업료 30% 감면

독행장학금 수업료 10% 감면

명  장

장학금

자립장학금 ￭ 매 학기 학과별 재학인원별 장학생 배정 기준에
  의거하여 장학생 선발
￭ 학과(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로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자로 선발

수업료 40% 감면

단정장학금 수업료 20% 감면

독행장학금 수업료 10% 감면

해  외

연  수

글로벌현장

실습장학금

￭ 본 대학 재학생으로 글로벌현장실습 과정 일체를 

  승인 받은 자 
￭ 외국어성적 우수자 등 해외연수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지급규정에 의거 지급

해외연수

장 학 금

￭ 본 대학 재학생으로 해외연수 과정 일체를 승인

  받은 자 

￭ 외국어성적 우수자 등 해외연수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지급규정에 의거 지급

보  훈

국가유공자

장 학 금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보훈처에서 선정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등록금 전액 감면

보훈자녀
광주민주화

북한이탈주민
장 학 금

￭ 보훈자녀, 광주민주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이상인 자

등록금 전액 면제
(국비 50%, 교내장학금 

50%)

가  족
우송가족

장 학 금

￭ 본교에 재학 중인 2인 이상의 직계가족

  (부자·녀, 모자·녀, 형제, 자매, 남매, 부부 등)
 ※ 단, 휴학생 및 우송대학교, 대학원은 제외

1인당 수업료 30만원
  감면 또는 지급

자격증

밀리언어워드
장 학 금

￭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산업기사 이상),  

  철도운전면허 1차 합격자
장학금 50만원 지급

취업지원교육
장 학 금

￭ 취업지원교육 및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수학

  하는 학생으로서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지급규정에 의거 지급

특  별

대외학술입상

장 학 금

￭ 대상, 금상, 은상, 우수상 

  등 3위 이내 본 시상  

  개념의 수상자에게 지급  

  (공동팀인 경우 장학금은

   대표학생에게 지급)

 ※ 단, 국제대회는 3개 국가
    이상이 참여한 대회

국제대회 3위내 입상 장학금 20만원 지급

전국대회 3위내 입상 장학금 10만원 지급

지방대회 3위내 입상 장학금 5만원 지급

우송프론티어

장 학 금

￭ 대학에서 실시하는 각종 경진대회 입상자에게 지급

 ※ 단, 국내·외 연수로 시행할 경우 장학금을
    연수 비용으로 지급

지급규정에 의거 지급

NewChallenge

장 학 금

￭ 본 대학에 재입학 및 자퇴, 제적 등의 사유로

  신입학을 허가 받은 자에게 입학금 지급
입학금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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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구분 장학금명 선발기준 지급내역

외국어

외국어성적

우수장학금

외국어성적

우수A

TOEIC(영어) 750점 이상
수업료 70% 감면

(유효기간 반영)
JPT(일본어) 650점 이상

HSK(중국어) 5급 이상

외국어성적

우수B

TOEIC(영어) 550점~700점 수업료 50% 감면

(유효기간 및 적용학기 

성적기준 반영)

JPT(일본어) 450점~600점

HSK(중국어) 1급 ~ 4급

외국어시험
응시료지원
장 학 금

￭ 학기당 2회 한도 내에서 공인외국어시험 응시료

  전액을 지급

※ 단, IELTS 및 TOEFL은 학기당 1회 지급

응시료 전액 지급

생활지원
우송드림

장 학 금

￭ 가계소득 분위에 따라 경제사정이 곤란하다고

  인정 받은 자

￭ 가계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함

 학교의 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

(등록금 한도 내)

근  로

우송리더십

장 학 금

￭ 교내 행정부서, 부속기관, 학과(부)의 실험실습실

  등에서 일정 시간 근무를 수행한 자에게 지급

※ 경제사정 곤란자 우선 선발

 우송리더십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지침에 의거 지급

국가근로

장 학 금

￭ 국가근로 장학제도에 의거 국가근로 장학금 지급 

※ 경제사정 곤란자 우선 선발

￭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후 소득 분위 8분위이하,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백분율) 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선발 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지침에 의거 지급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

입학장학금

￭ 신입학 외국인

  유학생

￭ 협약학교 및

  한국어 자격증

  취득자

입학장학금  해당 학기 입학금 100%

협약장학금
 해당 학기 수업료 20%,

 입학금 100% 감면

입학우수장학금
 TOPIK 4급 (50만원)

 TOPIK 5급이상 (100만원)

교환유학생장학금 별도 책정하여 감면

유학생

성적장학금

￭ 해당 학기 18학

점이상 취득하고 F

학점 과목, 중도포

기 과목이 없는 자

직전학기 성적 평균 4.15이상,
TOPIK 5급 이상인 자

수업료 70% 감면

직전학기 성적 평균 4.15이상,
TOPIK 4급 이상인 자

수업료 50% 감면

직전학기 성적 평균 3.0이상,
TOPIK 3급 이상인 자

수업료 20% 감면

직전학기 성적 평균 2.5이상,
TOPIK 2급 이상인 자

수업료 15% 감면

복지장학금 ￭ 본 대학 기숙사에 입주한 협약학교 유학생 관리비 50% 감면

○ 본 장학금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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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장학금 제도 (전체)

○ 국가장학금은 2020년 기준이며, 2021년에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장학구분 장학금명 선발기준 지급내역

한국장학
재단

전문기술
인재장학금

￭ 재학생중 종합적 취업역량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으로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및 
성적 2.63이상 (배정인원 범위내 대학 자체기준 
적용)

Ⅰ유형 :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Ⅱ유형 : 등록금 전액
※지원학기 : 2개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 1.69이상
￭ 심사기준일 현재 산업체 재직 2년이상
￭ 선발학기에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 재직중

등록금 50% ~ 100%

지역인재
장학금
(신입생
장학금)

￭ 입학성적 우수 (수시)
-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 

과목이 4등급 이내
￭ 입학성적 우수(정시)
- 수능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과목) 중 2개 

영역이상 4등급 이내
※ 기타 과목은 2개 과목에서 4등급이내 충족 시
   1개 영역으로 인정
※ 상기선발 기준은 변경 될 수 있음

1학기 : 입학금 포함 
등록금의 100% 지급
2학기 이후 : 직전 학기 
성적이 2.63 
이상(4.5만점)이며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급에 
이상이 없는 경우 등록금의 
100% 지급
※ 소득분위별 지원기간 
- 기초~중위소득 100%구간: 
전 학기지원 
- 중위소득 100% 초과 ~ 
소득 8구간 : 1년 지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구분 취업지원유형 창업지원유형

학년 2학년이상 재학 2학년이상 재학

성적 직전학기 1.69(4.5만점)이상
직전학기 

1.69(4.5만점)이상

선수

과목
졸업후 중소(중견)기업 근무예정자 졸업후 창업 예정자

선발된 장학생에게 졸업 시
까지 등록금의 100% 지급
(정규학기 범위 내)
취업(창업)준비 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지급 가능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사회적배려계층 지원형
- 기초수급자, 장애인학생, 보육원출신학생, 새터

민가정
 ※ 소득분위 3분위 이내 학생에 한함

1개학기 지원금액(150만원)
직전학기 성적이 1.69이상
(4.5만점)시 2학기도 지원

국가장학
금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Ⅰ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소득구간 경곗값 9,227,072원 이하) 
￭Ⅱ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우송정보대학 재학생
(우송정보대학의 별도 기준에 따름) 
￭ 신입생·편입생
 신(편) 입학하는 최초 학기 1개 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 미적용

Ⅰ유형 지급급액 :
소득 분위별로 학기당 정액 
지원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간 최대 
520만원 지급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Ⅱ유형 지급급액 : 
장학금배정 예산내 학교의 
별도기준에 의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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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자금대출 제도

대출상품 대출자격 및 신청방법 대출금액

농어촌

학자금대출

￭ 농어촌 6개월 이상 거주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본인자격인 경우 반드시 농어업 종사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군,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신입생군 성적기준 적용 제외)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별추천제도  
  활용가능(개인당 2회 이내)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 등록금 내 대출

학자금대출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성적 70점 이상 이수자
  (신입생 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신입생 군 성적기준 적용 제외)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별추천제도  
  활용가능(개인당 2회 이내)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 은행 발급용 공동인증서 준비
￭ 본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에 반드시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 이자율 연 2.2% (2018학년도 기준) 

￭ 등록금 내 대출

생활비대출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성적 70점 이상 이수자
  (신입생 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 은행 발급용 공동인증서 준비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가 확인된 사람
  (또는 등록금대출과 동시 신청 가능)
￭ 이자율 연 2.2% (2018학년도 기준)

￭ 생활비 대출규모 
학기당(150만원)한도내
에서10만원단위 (다만, 
동일학기 내 2회까지 
실행가능)

○ 문  의 : 학생복지처 교내장학팀(042-629-6283, 6287)  / 교외장학팀(042-629-6213, 6309)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5) 교외 장학금 제도

우송장학회, 농어촌희망재단,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대청장학금, 삼척향토장학금, 논산시장학회, 공

주시한마음장학회, 세종시인재육성재단, 경원문화재단, 삼송장학회, 아산사회복지재단, 하림장학재단, 

새마을지도자 자녀, 서울장학재단, 오성장학재단, 의용소방대자녀, 주심장학재단, 하나금융나눔재단, 

기탁장학금, 아름다운재단, 청소년자립기금(청주), 춘향인재장학재단, 춘천시셋째아이이상자녀장학금, 

천안시저소득한부모가정장학금,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논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 등

※ 외부장학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http://www.kosaf.go.kr
http://www.kosaf.go.kr
http://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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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 장학금 신청

 □ 생활지원 장학금이란? 

  - 기숙사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여 외부 임대시설을 계약하고 거주하는 학생

  - 대전지역 거주자는 제외

 □ 생활지원 장학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우송정보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생활지원장학금 신청공고 참고

  - 제출서류 : 생활지원장학금 신청서, 임대시설 계약서, 학생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학생),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로 계약한 경우)

  - 장 학 금 : 장학금은 예산 내에서 지급 

◎ 우송가족 장학금 신청

 □ 우송가족 장학금이란? 

  - 우송정보대학에 한 가족이 2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

  - 우송대학교 학생은 제외

 □ 우송가족 장학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우송정보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우송가족장학금 신청공고 참고

  - 제출서류 : 우송가족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각각 통장사본

  - 장 학 금 : 장학금은 예산 내에서 지급 

☞ 문의 : 장학팀(042-629-6283, 042-629-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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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학금 제도 :  생활비 걱정은 이제 그만!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장학금 받자!

                     생활비를 내 스스로 해결하자!

☞ 문의 : 장학팀(042-629-6283, 042-629-6287) 

 □ 근로장학금이란? 

- 학교 도서관, 학과사무실, 학과실습실, 행정부서 등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장학금

을 수혜 받는 제도

- 학교 외 전공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장학금을 수혜 받는 

제도

 □ 근로장학생의 장점

-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생활비를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학생 역량이 높아진다.

□ 근로장학생 신청방법

- 우송정보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근로장학생 신청공고 참조

- 근로장학생 신청 시 본인이 희망하는 근로지 선택

- 가계소득분위 등을 고려하여 선발(기초수급자 우선 선발)

- 신청기간 : 국가장학금과 동일

□ 국가근로장학생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신청

-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교내 및 교외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시급이 매우 

높아 생활비 걱정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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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봉사단

설립

목적

Ÿ 봉사 활동으로 보람도 찾고 장학금 혜택도 받자! 

Ÿ 타 학과 학생과의 교류로 대학 생활을 즐기자!

Ÿ 국내 및 해외 봉사 활동의 기회를 잡자!

주요활동

내용

Ÿ 교내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국내외 봉사활동, 그 외에 다양한 봉사활동

Ÿ 장학금 지급

신청방법

및

위치

Ÿ 우송정보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근로장학생 신청공고 참조

Ÿ 가계소득분위, 봉사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발(기초수급자 우선 선발) 

Ÿ 학생복지처 사회봉사단(042-629-6212) 

6 장애학생지원센터 

설립목적 Ÿ 장애 이해와 장애체험, 장애학생 간담회, 장애인식교육

주요

활동내용

교수·학습지원 생활·복지지원

Ÿ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Ÿ 시험기간 연장

Ÿ 상시 생활상담

Ÿ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 도우미 간담회

Ÿ 기숙사 우선배정지원

이동지원 장애인식개선교육

Ÿ 장애학생 편의시설 개선 및 지원

Ÿ 이동보조기기 지원
Ÿ 장애인식개선 교육, 조사연구

운영시간

및

위치

Ÿ 운영시간 : 9:00 ~ 18:00 (주중)

Ÿ 동 캠퍼스 대학본부(E4) 1층 (042-629-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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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건실

주요

업무

Ÿ 학교 보건업무 시행

ü투약 및 처치, 혈압 및 혈당관리, 체성분 분석

ü질환 유소견자 개별적 상담 및 병원연계, 교내 행사 의료지원

Ÿ 신입생 건강검진 시 유소견자 관리

Ÿ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ü금연 및 절주 프로그램,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ü성교육 및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

Ÿ 감염병 예방관리

ü계절별 / 분기별 질병정보 및 질병예방정 배너 게시

ü동구 보건소와 연계하여 감염병 예방 홍보

Ÿ 학생 상해보험 관련 업무

금연 홍보 캠페인 절주 홍보 캠페인
결핵에이즈 예방 

홍보 캠페인
보건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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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입생 피해방지

교재판매

Ÿ 교수, 조교를 사칭한 교재, 학원 수강 강요 등 사기 조심

갑질

사이버폭력

Ÿ 사이버 언어폭력, 성희롱 및 학생(학과) 비하 발언에 따른 처벌 주의

Ÿ 직간접적인 선후배 등에서 나타나는 갑질 등 

사이비종교

Ÿ 새내기에게 공부, 동아리활동, 연애 등으로 접근하며 포교활동



근로장학

부정수급

Ÿ 타 대학에서 근로장학생이 출근부를 조작하여 장학금을 부정수급한 

사례 발생

다단계피해

방지

신용관리



한/국/대/표 명장
우송정보대학!

“여러분 곁엔 학생코칭센터가 있습니다” 

우정인의 청춘 안내소

학생코칭센터



1  학생코칭센터

기능

Ÿ 프로그램

  -새보미: 대학적응을 위한 심리, 학습, 진로의 학업역량 프로그램

  -또래: 학우들의 고민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심리·정서 프로그램

Ÿ 재학생 역량진단 전수검사

  -신입생 : 대학적응을 위한 정신건강 및 학습전략검사 

  -재학생 : 진로설계를 위한 자기 이해 및 사회성검사  

Ÿ LMS 특강

  -재학생 정신건강 및 사회화 향상 LMS 특강

  -정신건강 교육 : 재학생 역량진단 결과해석 및 정신건강 교육  

Ÿ 개인상담 / 심리검사 /집단상담

  센터 내방 또는 온라인 예약 후 이용(대면 or 비대면)

Ÿ 빨간우체통

 -학생들 고민 내용 취합, 정신건강 포스터로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기대 효과

≪학생코칭센터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  대학생활 이제부터 고민 끝! 
      즐겁고, 행복하며, 똑똑하게 학생코칭센터를 이용합시다.

위치

전문상담 연구원 : 윤미희, 김지유

♣ 위치 : 동캠퍼스 국제경영센터(E2) 205호 ☎(042)629-6151

      서캠퍼스 사회복지관(W10) 109호 ☎(042)629-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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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안내

새보미 멘토링 

Ÿ 새보미 멘토 교육을 받은 재학생이 신입생 대상으

로 대학적응과 학업, 진로 고민을 공유하며 공감과 

성장하는 학습공동체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심리적 

조력 집단 활동임.

Ÿ 장학금 혜택
Ÿ 우수활동 
  총장상

또래 상담자 

Ÿ 또래상담자 교육을 받은 학생이 학우 대상으로 대

학 생활 고민을 나누며 함께 문제해결력을 키워가

는 상담 활동으로, 학업중단 예방과 자아 성장기회

를 제공함.

Ÿ 장학금 혜택
Ÿ 우수활동 
  총장상

집단상담

Ÿ 자기 탐색 및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과 불안이 있는 

학생 대상의 맞춤형 집단 활동으로, 자기이해, 강점

탐색, 발표불안, 대인관계 등 진로를 돕는 사회성을 

향상함.

Ÿ 상시운영

Ÿ 학과 요청

Ÿ 센터 내방

프로그램
Q & A

« 신청자격 및 모집 시기는?

  ☺ 새보미 멘토링 프로그램

     모집 : 1학기 초 / 새보미_학과 신입생 정원의 10% 선발

     신청 : 새보미_학과(부) 2~4학년 재학생 / 새내기_신입생 전체

           교수 추천 및 직전 학기 3.5 자발적 지원자

     활동 : 월별 멘토 교육 후 4개월 활동

  ☺ 또래상담자 양성프로그램

     모집 : 1, 2학기 초 / 1학년 00명/ 2학년 00명 

     신청 : 자발적 지원자_또래상담자 지원서 평가 및 면접 선발

           학과별 균등 선발

     활동 : 4주 집중교육 후 3개월 활동

« 추천받지 않은 학생은 참여할 수 없나요?

   교내 프로그램은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전공 학점을 챙기며 책

임감 있고 성실함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면 누구든지 도전하세요!

« 교육 후에는?

   온라인수료식 때 수료증 배부와 우수사례발표 및 총장상이 수여

되며, 우수활동 장학금 지급까지는 1달 정도 소요됩니다.

« 참여혜택?

   새보미, 또래상담 프로그램 활동을 자소서와 이력서작성의 꿀팁! 

공감 세대 청춘 성장을 도와주는 집단상담!! 또래 학우들과의 진솔

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삶의 경쟁력에 우수활동 장학금까지!!!



한/국/대/표 명장
우송정보대학!

세계적인 꿈의 무대로 도약하는
글로벌 대표 명장 우송인!

Global Woosong!

Global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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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lobal협력센터

설립목적

Ÿ 글로벌 시대의 통섭력을 배양하는 국제화 교육 실현 목표

Ÿ 해외대학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교류 프로그램 기획, 해외 취업을 

위한 정부 출연사업 운영, 유학생 유치 및 관리

Ÿ 우리 대학의 글로벌협력과 관련한 총괄적인 업무 수행

기능

Ÿ Global협력센터는 실무적 역량과 글로벌 마인드를 겸비한 우수한 

인재들이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Ÿ 우리 대학의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 및 대학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글로벌 선도대학으로서의 비전 실천

기대효과

Ÿ 외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해외문화 경험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Ÿ 해외 우수대학 및 산업체에서의 새롭고 폭넓은 전문지식 획득

Ÿ 해외 자격 취득, 전문 프로그램 수료 시 국내외 취업 경쟁력 향상

Ÿ 차별화된 대학생활과 개인 포트폴리오 구축

참가자격

Ÿ 글로벌 인재로의 도약과 도전을 원하는 모든 용기 있는 우송인들

Ÿ 국고사업의 경우, 일정한 참가자격을 부여하니 공고 시 선발요건 

참고 

♣ Global협력센터 위치 : 동캠퍼스 대학본부(E4) 4층 

☎ 대표전화번호 : (042)629–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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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

글로벌

현장학습

Ÿ 주관기관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Ÿ 전문대학 학생들이 해외 실습 경험을 통해 글로벌역량, 전공실무능력, 현장현지

적응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대학에서 해외실습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Ÿ 파견 국가: 해외 현장학습 및 비자 발급이 가능한 국가
Ÿ 파견 기간: 16주~24주 (6개월, 해외체류기간 입출국일 포함 112일 기준)

자격요건

조건 일반 전형 열린 전형

신분
Ÿ 신청일 기준 2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파견예정 시기 재학생 신분 유지)
Ÿ 비자 발급 등 해외 인턴십 참여에 결격사유 없는 학생

학점
Ÿ 누계 평점 3.0/4.5(B0) 이상인 재학
생(복학예정자 포함)

Ÿ 제한없음

언어
Ÿ 동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 기준이
상의 언어 능력 

Ÿ 열린전형 파견자 확정시기까지 
일정 기준 언어능력 제출가능자

외국어

능력 조건

영어 중국어 일본어

TOEIC 550점, 
TOEIC Speaking Level 5(110점), 
IELTS Level 4.5, TEPS 450점, 

TOEFL 55점, OPIC NH등급 이상

신 HSK 3급, CPT 
300점, BCT 2급 이상

JPT 415점, 
JLPT 신N4, 

니켄 450점 이상

지원내용

Ÿ 우대조건: 저소득층 30% 우대선발 및 부담경비 차등 추가지원

Ÿ 파견인원: 전국 전문대학 학생 415명 내외 

  (2019년 기준, 2020년은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 취소) 

Ÿ 재정지원: 학생 1인당 450~800만원 내외 (파견지역 차등)

권역 구분 국고지원(만원)

가 권역 미주, 오세아니아, 중동, 유럽 800

나 권역
아프리카

650
일본, 홍콩, 싱가폴

다 권역 중국, 동남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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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현황

년도 학과명 파견국가 년도 학과명 파견국가

2012

샵마스터유통경영과1명 아랍 에미리트

2017

글로벌제과제빵과 1명 호주

외식조리과 2명 미국
글로벌명품조리과 1명 독일

문화관광계열 2명 아랍 에미리트

글로벌명품조리과 1명 아랍에미리트
문화관광계열 1명 영국

호텔관광학부 1명 일본

2013

호텔관광계열 2명 말레이시아

외식조리과 1명 일본
글로벌호텔외식과 3명 호주

외식조리과 1명 미국
글로벌호텔외식과 1명 태국

호텔관광계열 1명 일본

외식조리과 2명 호주
호텔관광계열 1명 중국

뷰티디자인학부 4명 영국호텔관광계열 1명 말레이시아

2014

호텔관광학부 1명 캐나다

2018

글로벌제과제빵과 1명 호주

간호과 1명 캐나다
글로벌호텔외식과 1명 호주

호텔관광학부 2명 일본

뷰티디자인학부 1명 영국
외식조리과 1명 싱가포르

간호과 1명 미국

2015

호텔관광학부 2명 호주

2019

글로벌제과제빵과 1명 호주간호과 2명 미국

외식조리과 1명 싱가폴
글로벌호텔외식과 2명 호주

글로벌명품조리과 1명 아랍에미리트

글로벌명품조리과 3명 호주

2016

글로벌제과제빵과 1명 호주

뷰티디자인학부 3명 영국글로벌명품조리과 3명 아랍에미리트

글로벌제과제빵과 1명 아랍에미리트 간호과 2명 미국

Ÿ 2020년은 코로나 상황으로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사업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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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현장학습 Q&A

Ÿ 신청자격 및 선발시기는?

ü 일반전형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문대학 2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으로 누계 평점 3.0(B0) 

이상 및 기준 점수 이상의 어학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

다. 2020년 장학생 선발은 3~4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외국어 점수가 없는 학생이라면 

미리미리 준비!

ü 2021년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사업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 일정과 
관련한 모든 변경사항은 학과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다.  

Ÿ 외국어 점수가 없는 학생은 참여할 수 없나요?

ü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은 아직 외국어 점수가 부족하거나 성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열린 전형을 통해 선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열린 전형을 통해 가선발(임

시선발)된 학생은 파견 전까지 반드시 언어별 기준 성적 이상의 외국어 시험 성적표를 제

출해야 선발이 확정된다. 열린 전형의 외국어 성적표 제출 기한은 7월 초까지로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Ÿ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의 파견 분야 및 기간은?

ü 학습/실습을 허가하는 비자가 발급이 가능한 모든 국가 및 조리, 호텔외식, 뷰티, 관광, 간

호 등 파견이 가능한 실습기관이 확보된 모든 분야를 통해 진행된다. 1학기에 선발이 확

정되어 2학기에 파견되며 일반적으로 어학연수(8주), 현장실습(8주)을 포함하여 16~24주 동

안 체류하게 된다. 보통 8월 말~9월 초에 파견 국가로 출국하게 된다. 

Ÿ 장학금 지원은?

ü 체재비 및 항공비를 포함하여 450~800만원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파견 국가별로 차등 지원

하며, 취업취약 계층의 경우 추가 장학금을 지원한다. 

  

Ÿ 지원방법과 선발기준은?

ü 매년 3월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모집공고가 나면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정해

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선발은 각 학과별로 취합된 지원서를 

바탕으로 Global협력센터에서 실시한다. 서류심사(30%), 글로벌상식시험(20%), 한국어 및 

영어 면접(40%), 인∙적성검사 (10%)의 총 4단계의 전형으로 평가하되, 파견지역·전공·우

선(중점)분야를 고려하여 최종 선발한다. 

Ÿ 귀국 후 의무사항은?

ü 전문대학 귀국 후 개최되는 결과발표회에 참석하여, 현장학습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프레

젠테이션을 통해 발표해야 한다. 또한 현지연수를 통해 어학 향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귀국 즉시 어학시험에 응시하여 그 성적표를 1달 내에 Global협력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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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MOVE SCHOOL 사업(일본)
K-MOVE

스쿨

Ÿ 주관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Ÿ 사업목적
ü 기계, 자동차부품, 설계설비분야 일본 취업연수과정 및 호주 TAFE SA 외식조리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 연수 및 취업지원 과정
ü 기업요구에 맞춘 설계 등 맞춤식 주문교육 실시
ü 일본과 호주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원어민 중심의 외국어회화 및 문화적 적응을 

위해 일본과 호주문화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일본

취업반

Ÿ 과정명 : 기계, 자동차부품, 설계설비분야 일본 취업연수과정 
Ÿ 분  야 : 기계, 철도, 컴퓨터 등 이공계열

시행연도 2017년 2018년

연수
기간

총 기간 2017.5.29.-2018.3.30.(11개월) 2018.05.14.-2019.03.29.(11개월)
교육시수 1,170 (국내 828 + 현지 342) 1,170 (국내 834 + 현지 336)

연수
내용

국내
연수

기간 2017.05.29.~12.22 (8개월) 2018.05.14.~12.31 (8개월)
장소 우송정보대학

교육내용 일본어, 일본문화 및 직무(CAD)

해외
연수

기간 2017.12.27.~03.23 (3개월) 2019.01.08.~03.29 (3개월)

장소 일본 스기모리고등학교 연수센터
교육내용 일본어 및 취업인터뷰

취업분야 일본의 기계, 자동차부품, 설계설비분야 업체
연수인원 11명 13명

연수결과 11명 수료 / 7명 일본취업 13명 수료 / 9명 일본취업

 *2019~2020년은 대학 사정 및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사업운영 중지  

일본

취업반 

자격요건

및

지원절차

자격

ü 본 연수과정은 전문기술직 취업과정으로서 일본기업에서 요구하는 기계 전자 계열
학과 해당년도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

ü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남자는 군필 및 면제자에 한함)
ü 해당 전공자가 아닌 경우, 경력이 1년 이상 인정되는 자
ü 해외여행 및 취업대상국 취업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ü 본교 장학생 선발 기준에 부합되는 자
ü 기본적인 전공 관련 능력 및 직무 소양을 갖춘 자
ü 연수 종료 후 일본 취업의지가 강한 자

절차 

ü 지원서 제출
ü 서류 심사 및 면접
ü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오리엔테이션
ü 연수시작  

재정지원
내역

Ÿ 학생 1인당 최대 800만원 (교육비 지원)

우선선발 
요건

Ÿ 연수 지원 자격에 모두 해당되며,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ü 설계관련 자격증소지자 
ü 일본어자격시험 취득자 및 회화가능자

일본
참여기업

업체명 주요사업
제일시설공업 주식회사 태양광 에너지 설계 건설, 반도체 정밀기기 제작, 정보시스템 설계 등

주식회사 아사히제작소 유리플랜트 설계제작 유지보수, 자동화장치 설계제작

주식회사 테크노스마일
자동차관련(엔진･샤시･보디･전기부품 등), 기구설계, 금형설계, 구조설계, 
광학설계, 생산설비설계, 프랜트설계 등

시로키공업 주식회사 자동차 부품설계 제작

신고덴자이 주식회사
교통 신호용 기기, 차량용 신호등 기기, 보행자 신호등 장치, 교통 신호용 
단자 박스 등 신호기기 전반

주식회사 노아 반도체제조설치, 유지보수, 반도체설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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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MOVE SCHOOL 사업(호주)

호주
취업반

Ÿ 과정명 : TAFE 외식조리 자격증 취득을 통한 호주 취업 연수 과정

Ÿ 분  야 : 외식조리

시행연도 2019년

연수
기간

총 기간 2019.04.01.-2019.12.13. (7개월)

교육시수 830 (국내 438 + 현지 392)

연수
내용

국내

연수

기간 2017.04.01.~09.06 (4개월)

장소 우송정보대학

교육내용 영어 및 호주문화

해외

연수

기간 2017.12.27.~03.23 (3개월)

장소 호주 애들레이드 TAFE SA

교육내용 조리직무 및 영어

취업분야 외식조리

연수인원 15명

연수결과 15명 전원 수료 / 13명 자격증 취득

  *2020년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사업운영 중지  

우선선발 
요건

Ÿ 연수 지원 자격에 모두 해당되며,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ü 영어회화우수자
ü 성적우수자
ü 취업취약계층

재정지원
내역

Ÿ 학생 1인당 최대 800만원 (교육비 지원)

호주
취업반 
자격요건

및
지원절차

자격

ü 조리계열 학과, 해당년도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ü 만 30세 이하 미취업자
ü 해외여행 및 취업대상국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ü 본교 장학생 선발 기준에 부합되는 자
ü 기본적인 전공 관련 능력 및 직무 소양을 갖춘 자
ü 연수 종료 후 호주 취업의지가 강한 자

절차 

ü 지원서 제출
ü 서류 심사/면접
ü 최종 합격자 발표/오리엔테이션
ü 연수 시작  

연수생 
참여현황

년도 학과(전공)명 인원 총인원

2019
글로벌명품조리과 12명

15명
외식조리과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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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VE 스쿨 Q&A

Ÿ 우송정보대학 K-Move스쿨에서는 무엇을 배우나?

ü 일본취업반은 기업과 산업체의 필요에 대응한 실무 중심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

하며, 일본어 교육을 중심으로 기계자동화 설계의 핵심인 CAD/CATIA를 함께 공

부한다. 성실히 연수과정에 참여한 경우, 연수 수료 시 일본어능력시험 3급 이상, 

CAD/CATIA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ü 호주취업반은 호주 정부에서 인증하는 Commercial Cookery III 자격증 취득을 위

해 영어회화 및 조리직무 실습을 공부하게 된다. 

ü 또한 어학 및 직무관련 과목 외에 현지의 문화, 역사 등 현지 적응을 위한 과목 

및 취업에 대비한 이력서 작성, 실전면접대비 과목 등을 포함한다.  

Ÿ 우송정보대학 K-Move스쿨 지원자격와 선발절차는?

ü K-MOVE사업 연수과정 지원자격을 갖춘 2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Ÿ  우송정보대학 K-Move스쿨의 특전과 전망은?

ü K-Move스쿨은 정부의 국고지원금으로 운영되는 특별과정으로, 학생 부담금 없이 

모든 연수비용이 100% 지원된다. (단, 현지 체제비는 연수생 개인 부담) 

ü 일본취업반의 경우, 과정 수료 후 우리 대학과 협약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견실

한 중견기업으로의 취업기회가 주어진다. 2017년 일본반 1기반의 경우 연수과정 

수료생 11명 중 7명이, 2018년 2기반의 경우 13명 중 9명이 일본취업에 성공하여 

꾸준한 일본 취업 성과를 이루고 있다. 

ü 호주취업반의 경우, 2019년 15명 전원 연수과정을 수료한 후, 현지 5성급 호텔 및 

유명 레스토랑 등에서 산업체 실습을 거쳐 최종적으로 1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

다.

Ÿ  2021년 우송정보대학 K-Move스쿨의 선발일정은?

ü K-Move스쿨은 매년 정부에서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2021년 사업이 

승인되는 경우, 연수생 선발은 7월~8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7월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개시하며, 8월 중에 지원서 심사 및 면접을 통해 사업

별로 각 15명 내외의 최종 선발자를 결정하게 된다. 본격적인 연수과정은 9월부터 

시작된다.

ü 단, 2021년 현재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코로나 상황 완화 여부에 따라 사업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사업 일정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학과를 통해 통

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