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특성화 학과

대  학 학  과 특   징

엔디컷국제대학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 •국내·외 호텔산업계와 연계된 체험학습 및 인턴십, 해외취업 진행

글로벌융합비즈니스학과 •기술, 비즈니스, 국제화 역량을 갖춘 실무형 글로벌 산업인재육성

AI•빅데이터학과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글로벌 소프트웨어전문가 양성

•SW 중심대학사업 중점학과

철도물류대학 글로벌철도학과 •해외진출 대기업 맞춤형 글로벌 철도전문가 양성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예술, 기술, 학문 융합 능력을 지닌 글로벌 영상전문가 양성

글로벌 특성화 인재 양성을 위한
100% 영어 수업 진행

원활한 영어 수업을 위한 
액션기반 영어 능력 향상 집중 교육 프로그램(AIEP 프로그램 운영)

미국 대학 유학생용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국내 최고 영어 집중 교육 프로그램

영어환경 안에서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부터 

심화학습까지 습득하고,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통합적 영어 몰입 교육과정

‘12년 잠자던 내 안의 영어, 1년안에 깨우자! ’

AIEP 액션기반 영어 능력 향상 집중 교육 프로그램

▶

2개월          4개월          6개월

350~400(평균)

토익
점수 600(평균)



해외 유수대학과의 2+2, 3+1 exchange프로그램

미국
University of Mississippi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Arizona State University (3+1+1 석사연계 프로그램)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Pembroke

중국
북경대학(중국 1위 대학, 3+1+2 석사연계과정)

북경외국어대학교
남경대학교
사천대학교
하북대학교

대만
정의대학교

유수대학으로의 어학연수 (1학기 또는 1년)

미국
University of Mississippi, St. Cloud State University, 

Fairmont State University

필리핀
Battan Peninsula State University

중국 
북경이공대학교, 사천대학교, 남경대학교, 하북대학교, 

소주대학교, 황산대학교, 남경효장대학교

글로벌 특성화 학과만의 특별 프로그램

미국 Top 10, Northwestern University 대학에서의 Marketing 
Certificate Program

※ 대학별 상황으로 변동가능성 有, 자세한 사항은 우송대 홈페이지 참고 

글로벌 특성화 학과 비전 및 교육방식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실무형 글로벌 산업인재 육성

•자기 주도형 전공 설계

•프로젝트 집중형 수업

•EOD(기업체 맞춤형 교육)

•�AIEP 액션기반 영어 능력 

향상 집중 교육 프로그램

•다국적 교수진/학생

•3개국 언어 구사능력

•IT/4차산업 교육환경

•복수학위(공동학위)과정

•해외캠퍼스 유학과정

•국내외 인턴십

혁신적인 교육과정 글로벌IT 교육환경 국내외 네트워크

비전

교육
방식

※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우송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람.

•다양한 국가와 기업과의 폭넓은 글로벌 Exchange 프로그램 

    - 해외 유수대학과 기업으로 2+2, 3+1 유학 및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  외국인 교수님의 100% 영어 강의

•해외 명문대 출신의 국제적 교수진 영입 

•산업수요 부응 트랙별 자기설계에 의한 교과과정 이수 

•세계 최고 석학으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 보유(‘해외자문단’) 

    「해외자문위원단 : Dipark Jain (前 인시아드 경영대학 학장 등)」 

•강의, 연구, (창업)실습, 휴게 공간이 함께하는 최첨단 신축 학사 

글로벌 특성화 학과의 특별한 교육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