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리어로 가는길, 너를 위한 오직 하나



1897 전통이 다르다

Soongsil
Hospitality
College
1897년 진리와 봉사의 교육 이념으로 평양에 세운 숭실 학당으로 

시작되는 숭실대학교를 모체로 1979년 설립 된 숭실대학교 전자

계산원에서 운영해 온 관광경영학 전공을 학위취득과 취업을 특성화

하여 2015년에 학교 법인 숭실대학교 숭실호스피탈리티직업전문학

교 로 학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숭실대학교가 국내 최초의 대학 교

육을 시작하여 고등교육을 선도하였듯이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우

수한 학생들이 교육부로부터 학사 학위를 수여받고, 4년제 대학교 3

학년에 학사 편입, 대학원 진학, 취업을 하는 유능한 인재를 배출함으

로써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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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E 1979
40YEAR
HISTORY
숭실호스피탈리티
직업전문학교의
40년을 그리다

연혁

1979.02

1981.01

1981.05

1981.11

1982.04

1983.04

1986.05

1987.07

1979 ~ 1989

학교법인 연합기독교 교육재단에 의하여 설립

국무 총리령 제242호에 의거 정보처리 기사

2급 시험에 응시자격 부여 받음

VAX11/780 중형 컴퓨터 도입

일본 연수생 선발

1차 일본 연수생 파견

ZEUS-3 MICRO COMPUTER 도입

MV/8000 Ⅱ 중형컴퓨터 도입

학교법인 연합기독교 교육재단이

학교법인 숭실재단으로 변경

2001.01

2003.02

2004.02

2007.02

2008.03

2008.11

2011.03

2012.02

2012.03

2014.01

2015.01

2000 ~ 현재

전자상거래계열 신설

정보 처리학 멀티미디어 학위과정 신설

디지털광고디자인계열 신설

경영정보계열, 전산세무계열, 관광경영계열 신설

정보통신공학 전공단위 공학사 평가인정

(교육인적자원부)

필리핀 센트럴필리핀대학교와 교육 교류 협정 체결

경영정보계열, e-비지니스계열, 회계세무계열 숭실

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이관

컴퓨터계열, 멀티미디어계열, 인터넷정보계열, 정보

보안계열, 숭실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이관

'숭실호스피탈리티'로 특성화를 위한 명칭 변경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숭실호스피탈리티직업전문학교 승인

별관 개관

1990.06

1992.04

1993.01

1994.01

1994.07

1994.11

1996.02

1996.07

1997.01

1997.08

1998.01

1998.03

1990 ~ 1999

IBM AS-400 중형컴퓨터 도입

KSC와 자매 결연 및 유학협정 체결

사무 자동화과 신설

일본 NSG 자매결연

일본 OIC 자매결연

미국 카피오라니 대학과

자매결연 및 유학협정 체결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과

자매결연 및 유학협정체결

멀티미디어계열을 신설 미국 그린 마운틴 대학 및

세인트 노버트 대학과 자매결연 및 유학협정 체결

호주 벨러비 칼리지와 자매결연 및 유학협정 체결

미국 위스콘신주 주립대학교와 자매결연 및 유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의거

학점은행제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

설립
1979 ~1989

성장
1990 ~ 1999

도약
2000 ~ 현재

숭실호스피탈리티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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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최상의 교육으로
최고가 되다

학장님 인사말

한혜숙

숭실호스피탈리티 직업전문학교 학장

경력  |  관광학박사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외식경영학과 교수

(사)글로벌 F&B산업 연구원 원장

일본 SAKE Service Institute International이사

유럽 SAKE 바리스타 심사위원(SCAE of Europe AST)

세계 사케소믈리에 대회(KIKISAKE-SHI) 국제 심사위원

AHLA CHA(Certified Hotel Administrator)

'미래 전략 산업인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글로벌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하는데 서비스산업의 질적 

강화와 실무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숭실호스피탈리티직업전문학교는 국내 최초로 학교법인에 승인이 되어 관광

서비스 교육 분야의 특성화 교육 기관으로 운영 규모나 기대감이 매우 크고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글로벌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키는 시대에 부응하는 관광서비스 교육 분야의 질적 

강화와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과 연계되어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하여 호스피탈리티분야의 최고 인재 양성의 메카로서 

숭실만의 브랜드 파워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것 입니다.

최고의 시설과 최상의 교육 환경에서 학점은행제로 2년의 교육을 받고 국내/외 공인자격증 취득으로 4년제 대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사 학위

를 수여 받아 세계적인 취업(창업) 시장에서 경쟁력과 학사 편입 또는 대학원 진학 등의 다양한 진로를 찾을 수 있다. 교수님이 학생 개인 별 맞

춤 교육 지도와 효율적인 학생 관리로 최고의 실력을 갖춘 핵심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다양한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호텔관광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인재의 육성,

이것이 숭실호스피탈리티의 비전입니다.

숭실호스피탈리티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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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BANK
SYSTEM
숭실호스피탈리티만의
차별화된
8가지 시스템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

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

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 

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숭실호스피탈리티는 전공 교육과 자격증으로 총 140학점을 인정 받아

2년만에 4년제 대학 졸업장과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구분 본교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교육기간 2년 4년 2년

학점취득 140학점 140학점 80학점

학위 학사학위취득 학사학위취득 전문학사학위취득

대학 편입 시
일반, 학사편입

모두 가능
일반, 학사 편입 일반 편입

대학원 진학 진학가능 진학가능 진학불가

자격증 인정 학점인정가능 학점인정불가 학점인정불가

차별화된

8가지
시스템

숭실호스피탈리티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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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진로 전문 컨설팅

지도 교수제 실시로 철저한 
1:1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학
사 관리를 실시합니다. 또한, 
학생 개인별 맞춤 진로 로드
맵을 통해 학사학위 취득과 
취업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01

석사, 박사 출신의 교수진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석·박사 학위의 전임 교수진
을 통하여 진로 및 전공 분야
의 다양한 상담을 통하여 학
생들의 적성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멘토링 역할을 하고 있
습니다.

02

멘토링 제도

학생활동과 동아리활동, 해외 
봉사 활동 외에도 성공한 선배
와의 개별 맞춤 멘토링으로 동
기 부여 및 학습에 도움을 주
고 있습니다.

03

졸업 및 취업 인증제도

졸업과 동시에 서울권 대학교 학
사편입 및 대학원 진학(경희대,
숭실대,중앙대 등) 그리고 취업
이 잘 되는 관광, 호텔, 컨벤션 분
야의 자격증 취득과 학사 학위 
취득으로 4년제 대학 졸업과 동
등하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05

시스템화 된 해외 진출 

프로그램

일본,중국,보라카이,대만 등 시
스템화된 해외인턴십 및 해외 
취업 프로그램 진행으로 글로
벌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
다.

04

실무능력과 학력을 동시에

프로패셔널한 실무교수진의 
취업과 연계되는 실무교육으
로 학위 취득과 동시에 차별화
된 실무능력을 갖춘 준비된 인
재양성

08

캠퍼스 생활의 낭만

숭실대학교 학생들과 해외 봉
사 활동, 동아리 등 활발한 학
생활동을 통해 캠퍼스 생활의 
낭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06

2년에 4년제 대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사학위 취득

본교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
을 함께 취득할 시 2년에 4년
제 대학교 졸업장과 학사학위
를 취득하여 편입 및 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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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경영학전공은 체계적인 관광경영의 지식 습득과 산학협력

을 통하여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함을 물론 미래의 한국 관광 업계를 이끌어 갈 수 있

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수준의 전문교육 및 

실무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 및 해외 인턴십, 현장 위주의 실습 

등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국제적 감각을 지닌 관광 인재를 

육성합니다.

관광 산업 분야의
그 이상을 갖춘
글로벌 리더가 되다

관광경영학전공

기초실력 배양
학문의 다양성을 위한 기초과목 실력 배양

체계적 지식 습득
학문적 발전과 관광경영학의 체계적 지식 습득

리더십 향상
리더십 향상을 위한 발표 및 다양한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국내ㆍ외 산학 실습 및 맞춤형 인턴십 확대

01

0 2

0 3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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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숭실호스피탈리티직업전문학교

12



자격증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2급

항공발권실무

호텔관리사

국내여행안내사

주요교과목

컨벤션산업론 / 항공실무론

관광마케팅 / 국제관광론

관광학개론 / 이벤트원론

관광자행동론 / 해양관광론

관광개발론 등

교육목표

관광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정립과 관광산업의 합리적 경영

을 위한 전문 지식습득을 통하여 

관광산업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졸업 후 진로

편입 (학사 편입)

대학원 |  관광경영전공, 외식경영전공, 호텔경영전공

해외 연수 |  미국, 중국, 일본 등

관광 관련 연구소

여행 관련 분야 |  여행사, 항공사, 카지노, 테마파크 및 휴양지

호텔 및 리조트 |  관광호텔, 종합 휴양업, 제2종합 휴양업

전문 컨벤션 분야 |  국제회의 전문 기획업체 (PCO), 국제회의 통역사, 컨벤션 기획사

기타 |  프리랜서 (관광 통역 안내사, 문화 관광 해설사, 전시 기획사, 이벤트 플래너,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의료관광 마케터 등

Soongsil Hospital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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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경영학전공

Soongsil Hospital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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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경영학전공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산업 중 핵심인 

호텔산업에 국제적 수준의 호텔매니저와 관광서비스 인재를 양성

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 중심교육의 기술 습득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호텔산업에 진출 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

합니다.

창의적인 인재,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호텔경영학전공

기초실력 배양
글로벌 호텔외식산업 멀티 인재 양성

체계적 지식 습득
글로벌 호텔산업 분야 프리미엄 해외 연수 프로그램

리더십 향상
국내ㆍ국제 공식 시험장으로 인정받은 본교 시설에서

글로벌 F&B 분야 자격증 취득

맞춤형 프로그램
학생 주도형 교육을 통한 다양한 커리어 설계

01

0 2

0 3

0 4

HOTEL
MANAGEMENT

숭실호스피탈리티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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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편입 (학사 편입)

대학원 |  호텔경영전공, 외식경영전공, 컨벤션경영전공

해외 연수 |  미국, 중국, 일본 등

호텔 및 관광 관련 연구기관

대기업 외식 사업부, 소믈리에, 슈퍼바이저

국내 특급호텔 프론트 오피스 및 F&B부서 |  리조트, 컨벤션 센터, 공항 VIP라운지

기타 |  케이터링, 외식창업 컨설팅, 커피 트레이너, 와인 관련 연구원, 음료 관련 연구기관 등

자격증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AHLA(Front Desk) / NRA(ServSafe)

컨벤션기획사(2급)

관광통역안내사

CS Leaders(관리사)

주요교과목

호텔경영론 / 국제관광론

외식산업론 / 서비스산업론

컨벤션산업론 / 리조트경영론

카지노경영론 / 관광마케팅  등

교육목표

현장중심의 실무지식과 지속적

인 트레이닝을 통하여 서비스 

인성을 함양하고 외국어 강화를 

통하여 글로벌 호텔관광산업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Soongsil Hospital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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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식음료전공관광식음료 전공

Soongsil Hospital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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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식음료전공은 식생활 수준의 향상과 식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라 음식만 먹는 문화가 아닌 Food&Beverage의 조화를 음미

하는 문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된 문화에 맞추어 미래

지향적인 외식 문화 창출을 위해 품격 있는 실무를 익히고 지식

이 높은 이론을 정립하여 High-end 서비스의 숭실호스피탈리티 

정신을 추구합니다.

전문지식과 현장실무
능력으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다

관광식음료전공

기초실력 배양
국내ㆍ외 최고의 프로페셔널 교수진

체계적 지식 습득
학생 주도형 교육을 통한 다양한 커리어 설계

리더십 향상
글로벌 현장 연계형 실무 교육에서 취업까지

맞춤형 프로그램
글로벌 F&B분야 프리미엄 해외 연수 프로그램

01

0 2

0 3

0 4

TOURISM 
FOOD AND BE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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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F&B 실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식

음료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우수 

교수진, 체계화 된 커리큘럼, 최

고의 시설에서 학습하고 외국어 

능력을 고루 갖춘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교과목

커피배전 실습 / 라떼아트 실습

에스프레소 추출 실습

와인실무와 서비스 / 칵테일 실습 

테이블코디네이트 실습

컨벤션ㆍ연회 기획 / 커피학개론  

와인학개론 / 주장관리

식음료개론 / 식당경영론

자격증

GIIK Barista Level 2

GIIK Latte Art

GIIK Hand drip

GIIK Roasting

Europe SCA

Hawaii Kona Cupper

GIIK SAKE

국제공인 KIKISAKE-SHI

SAKE navigator

F&B Navigator

조주기능사(바텐더)

와인소믈리에경영사 2급

졸업 후 진로

편입 (학사 편입)

대학원 |  와인소믈리에전공, 조리외식전공, 외식경영전공, 호텔외식전공

해외 연수 |  미국, 중국, 일본 등

전문 컨벤션 분야 |  국제회의 전문 기획업체(PCO), 국제회의 통역사, 컨벤션 기획사

특급호텔 식음료부, 바리스타, 커피감별사, 와인 바&칵테일 바, 테마파크&리조트&공항 VIP라운지, 조주사, 카페 슈퍼바이저, 커피딜러, 바텐더, 

패밀리레스토랑, 식음료카페&베이커리카페, 소믈리에, 컨벤션 센터, 커피전문가

기타 |  커피트레이너, 와인 관련 연구원, 음료 관련 연구기관, 수입 주류 업체 브랜드 매니저, 주류 디렉터, 서비스 강사, 프랜차이즈, 

             한식·양식·중식·일식 조리사, 조리 실기교사, 조리 및 제과제빵 전문점 경영, 와인 어드바이저, 와인 수입 무역업, 티 컨설턴트, 카페 컨설턴트

TOURISM 
FOOD AND BEVERAGE

Soongsil Hospital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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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경영학전공관광프랜차이즈경영(관광경영학/직장인주1일과정)

Soongsil Hospital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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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프랜차이즈경영(관광경영학/직장인 주 1일 과정) 외식ㆍ관

광ㆍ호텔 분야로 재취업이나 이직을 희망하는 직장인을 위한 야

간 통합 1일 과정으로 이론과 실무 집중 교육을 통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식ㆍ관광ㆍ호텔 분야

의 전문 인력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갖춘(고등검정 고시)경우 5학기 과정으로 교육부 장관 명의 4년

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 대학 졸업자 및 타 대학

에서 학점을 취득/수료의 경우 보다 빠르게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 산업 분야의
그 이상을 갖춘
글로벌 리더가 되다

관광프랜차이즈경영
(관광경영학/직장인 주1일 과정)

기초실력 배양
국내ㆍ국제 공식 시험장에서 글로벌 자격증 100% 취득

01

체계적 지식 습득
학생 주도형 교육을 통한 다양한 커리어 설계

0 2

리더십 향상
현장 연계형 실무 교육에서 취업까지

0 3

맞춤형 프로그램
핵심리더 양성

0 4

TOURISM 
FRANCHIS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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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편입 (학사 편입)

대학원 |  관광경영전공, 외식경영전공, 호텔경영전공

해외 연수 |  미국, 중국, 일본 등

관광 관련 연구소

여행 관련 분야 |  여행사, 항공사, 카지노, 테마파크 및 휴양지

호텔 및 리조트 |  관광호텔, 종합 휴양업, 제2종합 휴양업

전문 컨벤션 분야 |  국제회의 전문 기획업체 (PCO), 국제회의 통역사, 컨벤션 기획사

기타 |  프리랜서 (관광 통역 안내사, 문화 관광 해설사, 전시 기획사, 이벤트 플래너,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의료관광 마케터 등

자격증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2급

항공발권실무

호텔관리사

국내여행안내사

주요교과목

컨벤션산업론 / 항공실무론

관광마케팅 / 국제관광론 등

교육목표

관광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

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관광경

영분야에서의 관리자가 갖추어

야 할 마케팅 관리능력, 재무회계 

관리능력, 프랜차이즈 경영 능력

을 갖춘 인재를 양성합니다.

Soongsil Hospital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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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CAMPUS
LIFE
이름만 같다고
다같은 학교가
아니다

캠퍼스라이프 / 최첨단 실습실

카와 1897
Qahwah 1897

스타홀
Star Coffee Lab

카페프레스토
Caffe Presto

전문학교 최초 대학캠퍼스 활용을 통한 배움에 플러스를 더하다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숭실호스피탈리티 직업전문학교,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학교입니다.

실습실

Caffe Presto

Caffe Vivace

Luce Vista

Qahwah 1897

Vista Hall

STAR Hall 

숭실호스피탈리티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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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비바체
Caffe Vivace

루체비스타
Luce Vista

비스타홀
Vista Hall

Soongsil Hospital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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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광경영학전공16학번 졸업생 박라소입니다.

저는 JW메리어트호텔서울에 최종 합격하여 현재 F&B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입학할 당시에는 확실한 꿈이 없

었습니다. 단지 4년제 졸업장을 취득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

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숭실호스피탈리티는 체계적인 학교 

커리큘럼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언어공부는 물론 성공

한 선배와의 멘토링, 늘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는 교수님의 상담을 

통해 호텔리어라는 확실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된 

지금 학교를 다니며 취득했던 자격증은 실제로 업무적인 부분에

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숭실호스피탈리티의 체계적인 학교 

커리큘럼과 진로 계획에 힘 써주시는 교수님만 믿고 간다면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CAREER
SUCCESS
STORY PART 1

내일을 만드는 오늘
숭실호스피탈리티와
함께하다

취업성공기

관광경영학전공   박라소

숭실호스피탈리티는 [    꿈이 현실이 되는 곳    ] 이다.

숭실호스피탈리티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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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숭실호스피탈리티 졸업생 김용근입니다. 저는 

처음에 전반적인 주류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류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했고, 일본 F&B 투어나 사

케소믈리에 자격증인 kikisake-shi를 통해 사케에 더욱 관심을 가

져 제 진로를 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일본 전통술인 사케를 수입하

고 유통하는  ‘일로’ 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에서

의 전문 전공인 식음료는 앞으로 취업하기에 좋은 미래가 준비되

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학 했을 때에 마인드

를 잃지 마시고 교수님들의 조언에 따라 열심히 준비한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최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들의 선배로써 식음료 산업의 장을 만들어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

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관광식음료전공   김용근

숭실호스피탈리티는 [    미래를 위한 준비    ] 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호스피탈리티를 졸업하고 현재 Marriott 

Interational의 자회사 JW Marriott 동대문 스퀘어 서울 F&B 부

서에서 근무하고있는 배유림입니다. 숭실호스피탈리티에서 기본

적인 지식과 다양한 실습을 통해 실무와 연관성 깊은 수업과 교내

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항 행사와 활동들이 지금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호텔관광산업 진로를 꿈꾸는 학생, 후배분들

께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STAFF 활동, 자격증 수업, 실습, 인

턴십, 어학연수 등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자신에게 

시간 투자를 하여 외국어 회화 능력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리하면 본인 스스로의 가치가 조금씩 높아질 것이고 원하는 목표

와 꿈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호텔경영학전공   배유림

숭실호스피탈리티는 [    실습과 실무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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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후 막연히 항공서비스직에 대한 호기심만으로 입학을 결심

했습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성격 탓에 나서기를 두려워해 친구들은 나설 

때 뒤로 숨으려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보낼수록 부모님께서 걸어주

시는 기대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생길 만큼

의 자신감과 포부가 생겼습니다. 학교의 행사를 할 때면 팀워크를 통해 눈

에 보이는 성취감을 느꼈고, 때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각자가 원하는 방

향으로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후회 없이 즐거운 학부생활을 보냈

습니다. 낙오되는 학생 없이 교수님들이 끊임없는 1:1 진로상담과 진로설

계로 이끌어주셔서 또래의 다른 친구들이 겪는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그

저 학교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다른 

학교의 친구들이 2학년을 마칠 때에 저는 4년제 학사 취득을 앞두며 취업

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는 학기 중의 일본 万座温泉호텔의 인턴십 과정

을 거쳐 졸업 후 삿포로 국제 대학교에서 1년의 어학연수를 통해 JLPT N1

을 취득 후 현재에는 숭실호스피탈리티 출신 중 1호 교직원으로 재직 중이

며 차별화된 인재로 완성되어 매년 다양한 국내취업과 해외 진출로 뻗어 

나아가는 후배들을 보고 있습니다.여러분도 숭실호스피탈리티의 슬로건 

Only One에 걸 맞는 하나뿐인 인재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모두가 멋진 미

래를 만들어 나가길 응원합니다.

장지원  /  숭실호스피탈리티 교직원 재직 중

숭실호스피탈리티는 [    최고의 멘토    ] 이다.

숭실호스피탈리티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저의 진로를 사케소믈

리에라는 직업에 맞춰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 지도 교수님들과의  맞

춤형 진로상담을 비롯해 전문적인 실무 교수님들의 체계적인 실무수업을 

통한  취업 준비 및 다양한 정보  또한 얻을 수 있었고 학교에서 쌓은 다양

한 경험과 자격증을 바탕으로 제가 목표로 했던 사케 수입회사에 취업을 

해 현재에는 호텔, 레스토랑, 주류 유통기업 등에 사케 교육과 주류 컨설팅

을 하며 많은 일본 양조장과의 비즈니스를 통해 국내에 다양한 일본의 사

케를 소개하는 사케 소믈리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지도교수

님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저의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으

며 대학원 진학과 한국인으로서 몇 명 안 되는 사카쇼 자격증 취득, 일본 어

학연수 및 양조장 연수 등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통해 제가 하는 일을 특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국내 사케 소믈리에 

국가 대표 선발전에  도전하여 1위로 입상하였고 2019년 도쿄 세계 사케 

소믈리에 대회에서 결승까지 진출하게 돼서 그동안 배웠던 지식과 실무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었으며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후배 사케 소믈리

에 양성을 위한 사케강의를  현재, 숭실호스피탈리티에서 겸임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특화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성수  /  숭실호스피탈리티 교수 재직 중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 (주)니혼슈코리아 재직 중

숭실호스피탈리티는 [    새로운 나    ] 이다.

저는 그냥 무조건 여기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입이라는 기회로 서울

권 4년제 대학교에 편입을 할 수 있고, 혹 편입에 실패를 하더라도 학사학

위는 하나 취득을 할 수 있으며 대학원 진학 등 여러 기회를 얻을 수 있었

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교수님, 친구들 등 여러 사람과의 교류를 하

기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생활 

모두를 즐겼기 때문에 많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전공에서 진행하는 필리핀 

어학연수도 참여 했으며 학기마다 문화답사나 우리가 주최가 되어 진행하

는 학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된 많은 행사

와 프로그램이 모두 재미있었고 즐거웠고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매 수업 시간 친구들과 함께 수업 듣고 교수님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하며 공부했던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김위곤  /  서강대 경영학과 편입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학과 합격

숭실호스피탈리티는 [    추억    ] 이다.

Soongsil Hospitality College

31



Soongsil
Hospitality
Q&A
숭실호스피탈리티
입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자주하는질문

호스피탈리티 교육 분야의 특성화 교육기관으로서 일반 4년제 

대학과 동일하게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교육기관입니다. 졸업 

후 학사편입, 대학원 진학, 취업 등 좀 더 폭넓고 안정적인 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Q1
일반대학과 숭실호스피탈리티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입학 전형에는 수능과 내신이 전혀 필요치 않습

니다. 다만 입학 후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Q2
숭실호스피탈리티에 입학하려면
수능ㆍ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요?

숭실호스피탈리티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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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숭실대학교 교내에 신축한 최신 시설의 숭실대학교 기

숙사에 입사하여 모든 편의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 

절차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숭실호스피탈리티에는
기숙사가 있나요?

학사편입이란 140학점을 수료한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4년제 

대학교 졸업 및 예정자에게 입학정원 외의 인원을 선발하는 제

도입니다. 학사편입은 정원 외 모집이기 때문에 일반편입에 비

해 경쟁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편입이 매우 유리한 편

입니다.

Q7
학사편입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본교의 학사관리 및 운영방식은 일반 4년제 대학교에 준하여 실

시하고 있습니다. 동계·하계 방학은 물론이고 중간고사, 기말고

사, 리포트 제출, MT등 동일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Q6
학사관리 및 운영 방식은
어떠한가요?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석·박사 출신의 교수님들께서 진로 

및 전공 분야의 다양한 상담을 통하여 학생들의 능력을 키우고 

배워 나갈 수 있는 멘토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10
교수진이 정말 좋은가요?

본교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함께 취득할 시 2년~2년 6개월

에 4년제 대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졸업 후 

바로 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석·박사 출신의 교수님들

께서 대학원 준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Q9
대학원 진학도 가능한가요?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반명함판 사진 3매, 신분증 혹은 

학생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Q4
원서접수 시 구비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호스피탈리티 분야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교수진으로 

체계적 맞춤식 실무중심 교육을 통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

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재학기간 중 각종 대회 및 산학협력을 통한 

호텔, 여행사 등 호스피탈리티 분야의 다양한 현장실습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Q8
취업은 잘 되나요?

재학생은 학생증(스마트카드)을 발급받아 숭실대학교 도서관 등 

교내 편의시설 및 현금카드 기능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

내 전 지역으로 무선랜 서비스가 확대되고 2019학년도 부터는 

모바일 학생증이 도입되어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Q5
학생증(스마트카드)이 발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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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현황 이름 편입학 현황 이름 편입학 현황 이름 편입학 현황 이름

고려대학교 정*영 강남대학교 박*준 광운대학교 전*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김*진

고려대학교 김*국 강남대학교 이*연 광운대학교 정*미 동남보건대학 전*미

고려대학교 이*기 강남대학교 이*용 광운대학교 박*진 동덕여자대학교 강*희

고려대학교 박*기 강남대학교 김*은 광운대학교 대학원 윤*훈 동덕여자대학교 김*연

고려대학교 이*은 강남대학교 유*정 광운대학교 대학원 지*환 동덕여자대학교 윤*혜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동 강남대학교 김*후 광운대학교 대학원 천*성 동덕여자대학교 전*미

연세대학교 김*현 강남대학교 고*선 국민대학교 박*석 동덕여자대학교 장*빈

연세대학교 이*연 건국대학교 윤*호 국민대학교 김*경 명지대학교 박*영

연세대학교 윤*현 건국대학교 남*우 국민대학교 이*셉 명지대학교 민*현

연세대학교 진*현 건국대학교 하*민 국민대학교 우*식 명지대학교 김*규

연세대학교 정*수 건국대학교 박*준 국민대학교 김*주 명지대학교 김*준

연세대학교 황*운 건국대학교 이*현 국민대학교 구*주 명지대학교 박*실

중앙대학교 김*미 건국대학교 이*헌 국민대학교 박*규 명지대학교 이*기

중앙대학교 이*식 건국대학교 구*욱 국민대학교 김*진 명지대학교 최*현

중앙대학교 안*민 건국대학교 이*현 국민대학교 옥*원 명지대학교 정*정

중앙대학교 이*현 건국대학교 전*선 국민대학교 구*혁 명지대학교 김*민

중앙대학교 김*윤 건국대학교 김*석 기독신학대학 김* * 명지대학교 김*돈

중앙대학교 이*라 건국대학교 남*우 나사렛대학교 이*실 명지대학교 박*은

중앙대학교 노*희 건국대학교 권*주 나사렛대학교 남* * 삼육대학교 정*모

중앙대학교 왕*호 건국대학교 대학원 최*영 남서울대학교 류*황 삼육대학교 양*문

중앙대학교 제1캠퍼스(서울) 노*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권*섭 단국대학교 정*원 삼육대학교 박*준

중앙대학교 제1캠퍼스(서울) 이*원 경기대학교 변*연 단국대학교 김*희 삼육대학교 전*슬

중앙대학교 제1캠퍼스(서울) 손*진 경기대학교 임*아 단국대학교 김*정 상명대학교 김*우

한양대학교 김*태 경기대학교 방*희 단국대학교 배*수 상명대학교 조*아

한양대학교 문*현 경기대학교 박*범 단국대학교 정*규 상명대학교 조*향

한양대학교 최*대 경기대학교 연*련 단국대학교 신*환 상명대학교 윤*연

한양대학교 정*호 경기대학교 이*영 단국대학교 구*희 상명대학교 박*진

한양대학교 최*슬 경기대학교 김*희 단국대학교 김*우 서경대학교 김*영

한양대학교 정*환 경원대학교 김*원 단국대학교 진*아 서경대학교 정*연

한양대학교 김*현 경원대학교 이*숙 단국대학교 강*란 서경대학교 김*희

한양대학교 김* * 경원대학교 정*종 단국대학교 임*훈 서경대학교 변*진

한양대학교 장*환 경원대학교 조*현 단국대학교 이*신 서경대학교 강*애

한양대학교 윤*원 경원대학교 양*림 단국대학교 민*범 서경대학교 이*성

한양대학교 김*실 경원대학교 강*국 단국대학교 유*서 서울산업대학교 이*주

한양대학교 김*영 경원대학교 안* * 단국대학교 백*종 서울산업대학교 이*환

한양대학교 장*원 경원대학교 한*진 단국대학교 김*영 서울산업대학교 김*영

한양대학교 이*석 경원대학교 송*국 단국대학교 이*운 서울산업대학교 김*희

한양대학교 박*성 경희대학교 이*성 단국대학교 김*은 서울산업대학교 차*환

호서대학교 김*수 경희대학교 원*광 단국대학교 김*수 서울산업대학교 김*실

호서대학교 남*우 경희대학교 홍*진 단국대학교 장*열 서울산업대학교 최*혁

홍익대학교 김*수 경희대학교 허*은 단국대학교 이*호 서울산업대학교 전*준

홍익대학교 이*섭 경희대학교 신*호 덕성여자대학교 허*람 서울시립대학교 김*은

홍익대학교 윤*영 경희대학교 김*수 덕성여자대학교 손*진 서울시립대학교 홍*연

홍익대학교 지*현 경희대학교 이*서 덕성여자대학교 김*희 서울시립대학교 임*빈

THE University of Tokyo 최*연 경희대학교 강*나 덕성여자대학교 오*영 서울시립대학교 박*희

가천의과대학교 이*우 경희대학교 원*민 덕성여자대학교 김*연 서울시립대학교 이*정

가천의대학교 김*우 경희대학교 원*광 덕성여자대학교 김*희 서울신학대학교 박*혜

가톨릭대학교 정*현 경희대학교 서*장 동국대학교 김*철 서울여자대학교 박*화

가톨릭대학교 문*식 광운대학교 이*재 동국대학교 유*나 성결대학교 천*경

가톨릭대학교 김*옥 광운대학교 신*우 동국대학교 허*규 성결대학교 민*규

* 외 다수 편입 및 대학원 진학

숭실호스피탈리티직업전문학교 편입 및 진학 현황

숭실호스피탈리티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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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처 이름 취업처 이름 취업처 이름 취업처 이름

고코투어 이*린 서울 드래곤 시티 호텔 김*래 웨스틴조선호텔 윤*담 호텔신라 여행사업부 정*혜

관광안내소 문*찬 서울파트너스하우스 허*린 웨스틴조선호텔 박*훈 홍익여행사 이*연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정*희 세인트 존스 경포 호텔 박*현 인터콘티넨탈호텔 파르나스 안*정 힐튼호텔 김*경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백*연 숭실대학교 교직원 정*인 인터파크투어 양*진 (주)온라인투어 고*현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이*선 숭실대학교 대외협력처 최*름 인터파크투어 강*아 JP World(보라카이) 국*진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차*범 쉐라톤 디큐브시티호텔 최* 제주휘닉스아일랜드리조트 정*빈 JP World(보라카이) 김*혜

글로벌 얼라이언스 여행사 박*연 쉐라톤 디큐브시티호텔 김*영 제주휘닉스아일랜드리조트 이*희 JP World(보라카이) 문*

나까야 온천호텔 임*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김*경 제주휘닉스아일랜드리조트 조*린 JP World(보라카이) 박*정

나까야 온천호텔 김*안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김*정 제주휘닉스아일랜드리조트 이*현 JP World(보라카이) 백*원

네스트호텔인천 김*수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김*원 제주휘닉스아일랜드리조트 조*기 JP World(보라카이) 심*훈

네스트호텔인천 노*만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김*민 ㈜ 동방유래 김*인 JP World(보라카이) 안*휴

네스트호텔인천 노*만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문*빈 ㈜ 동방유래 김*슬 JP World(보라카이) 양*희

네스트호텔인천 최*길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윤*선 ㈜ 바디프렌드 박*란 JP World(보라카이) 유*상

노보텔 앰버서더 독산 남*지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이*호 ㈜엠투컴 박*연 JP World(보라카이) 윤*영

니혼슈 송*수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정*진 ㈜타이드스퀘어 이*희 JP World(보라카이) 이*진

더 프라자 호텔 박*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호*원 凊風莊(세이후소-seifuso) 조*연 JP World(보라카이) 진*정

더써미트호텔 신*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권*연 카페드롭탑 유*비 JP World(보라카이) 최*연

두바이통역안내 김*인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류*지 코리아나 투어 남*연 JP World(보라카이) 최*화

라마다호텔명동 송*양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조*웅 코엑스아쿠아리움 신*원 JP World(보라카이) 허*진

라마다호텔앤스위트 이*용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허*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 송*진 JP World(보라카이) 김*수

라마다호텔앤스위트 김*성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권*향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 홍*원 JP World(보라카이) 성*

롯데면세점 김*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김*린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 호텔 모*지 JP World(보라카이) 조*빈

롯데면세점 박*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김*훈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 호텔 배*현 JP World(보라카이) 조*선

만자호텔 서*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안*환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 호텔 신*현 JP World(보라카이) 최*경

만자호텔 서*원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이*희 콘래드 서울 호텔 민*예 JP World(세부) 이*영

만자호텔 이*은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이*후 토파스여행정보㈜ 김*민 JP World(세부) 전*영

만자호텔 봉*선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이*경 토파스여행정보㈜ 최*림 JP. WORLD(Tour&Travel) 이*래

만자호텔 조*지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권*주 티마크 그랜드 호텔 명동 사*명흔 JP. WORLD(Tour&Travel) 이*훈

만자호텔 장*원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김*범 티마크 그랜드 호텔 명동 유*빈 JP. WORLD(Tour&Travel) 최*주

메이필드 호텔 이*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남*현 티마크 그랜드 호텔 명동 정*진 JP. WORLD(Tour&Travel) 추*수

메이필드 호텔 정*환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박*봉 파크 하얏트 서울 정*창 JP. WORLD(Tour&Travel) 노*훈

메이필드 호텔 최*원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전*선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박*현 JP. WORLD(Tour&Travel) 이*진

모두투어 조*이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정*림 평창 켄싱턴 플로라 호텔 문*희 JP. WORLD(Tour&Travel) 장*얀

바로네트웍스(고코투어) 윤*영 슬로비 봉*선 포시즌스 호텔 서울 최*미 JP. WORLD(Tour&Travel) 김*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호텔 박*현 신라스테이 허*린 포시즌스 호텔 서울 위*빈 JP. WORLD(Tour&Travel) 박*민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호텔 이*혜 신라스테이 구로 김*리 포시즌스 호텔 서울 이*본 JP. WORLD(Tour&Travel) 양*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호텔 강*원 신세계 조선 호텔 서울 정*호 포시즌스 호텔 서울 장*영 JP. WORLD(Tour&Travel) 최*철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호텔 강*경 썬밸리그룹 조*진 포시즌스 호텔 서울 김*혜 JP. WORLD(Tour&Travel) 이*욱

반얀트리 클럽&스파 김*연 아오리프 코리아 양*연 포시즌스 호텔 서울 우*지 JP. WORLD(Tour&Travel) 김*진

반트레포츠클럽 임*슬 아와지썬프라자호텔 신*리 포시즌스 호텔 서울 이*빈 JP. WORLD(Tour&Travel) 박*슬

보라카이 JP WORLD 강*진 아와지썬프라자호텔 정*림 포시즌스 호텔 서울 이*서 JP. WORLD(Tour&Travel) 최*준

보라카이 JP WORLD 김*희 아이니웨딩 웨딩플래너 손*영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구로 호텔 위*해 JP. WORLD(Tour&Travel) 전*영

보령 비체팰리스(용평리조트) 이*현 아이앤디투어 한*주 피닉스평창 유*아 JP. WORLD(Tour&Travel) 이*영

보해양조 김*우 아티제 김*환 피닉스평창 윤*지 JP. WORLD(Tour&Travel) 허*진

비비안 면세점 김*아 안다즈 서울 강남 호텔 김*정 피닉스평창 주*영 JP. WORLD(Tour&Travel) 주*린

비지트&트래블 송*우 엔트라 강남 호텔 조*미 피닉스평창 최*정 JP. WORLD(Tour&Travel) 심*훈

빅보이리커 임*혁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 방*지 하나투어 한*선 JP. WORLD(Tour&Travel) 정*영

산로쿠소 그룹 프라자호텔 산로쿠소 김*린 오션팰리스 골프클럽 이*나 하나투어 최*정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배*림

산로쿠소 그룹 프라자호텔 산로쿠소 서*형 오크우드 프리미어 송도 호텔 조*영 하나투어 신*리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박*호

산로쿠소 그룹 프라자호텔 산로쿠소 이*영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호텔 이*연 한화호텔&리조트 조*린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신*원

산로쿠소 그룹 프라자호텔 산로쿠소 임*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호텔 김*지 한화호텔&리조트 김*연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이*림

산로쿠소 그룹 프라자호텔 산로쿠소 정*종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호텔 이*석 한화호텔&리조트 이*선 JW 메리어트 서울 박*소

산로쿠소 그룹 프라자호텔 산로쿠소 정*예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호텔 임*재 한화호텔&리조트 권*율 JW 메리어트 서울 박*현

산로쿠소 그룹 프라자호텔 산로쿠소 박*수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호텔 정*림 현대백화점 미아점 박*연 JW 메리어트 호텔 최*원

산로쿠소 그룹 프라자호텔 산로쿠소 엄*숙 요시다야 진*정 현대백화점 미아점 정*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장*영

산로쿠소 호텔그룹 조*연 요시다야 이*연 현대백화점 천호점 용*진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조*나

산로쿠소 호텔그룹 이*영 용평 리조트 박*진 현대백화점 판교점 김*빈 SPC 커피 앤 웍스 김*호

산로쿠소 호텔그룹 안*희 용평 리조트 황*선 현대백화점 판교점 이*란

산로쿠소 호텔그룹 최*연 용평 리조트 최*영 현대카드PRAVIA여행 김*지

서머셋 센트럴 분당 호텔 정*지 용평리조트 서울사무소 김*미 호텔 소프라 인천 청라 최*희

서울 드래곤 시티 호텔 김*연 웨스틴조선호텔 박*빈 호텔신라 레저사업부 최*준

* 외 다수 동종업계 취업

숭실호스피탈리티직업전문학교 취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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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SHIP
SYSTEM

학습의 기회와
가능성을 통한
잠재력을 보다

장학제도

종류 대상

국가장학유형
장학금

나눔 장학 (1유형) 기초생활수급자

나눔 장학 (2유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

나눔 장학 (3유형) 다자녀 가구의 자녀 (다자녀 3인 이상, 1인 지급)

우수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각 반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

모범 장학금 모범적인 학교생활로 귀감이 되는 자

졸업인증 최우수 장학금 졸업인증제도를 통과한 학생중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가 양성 장학금 커피바리스타 자격증 응시료

외국어 우수 장학금

TOEIC  - 학기별 최우수자 선발

JPT - 학기별 최우수자 선발

HSK - 학기별 최우수자 선발

가족 장학금

한가족 장학금 한가족 중 2명 이상이 재학중인 학생 (1인-동생에게 지급)

목회자 자녀 장학금 목회자(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자녀

교직원 자녀 장학금 본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계 자녀

우대 장학금

보훈 장학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급

다문화 장학금 부/모 중 한분이 외국인인 경우 지급

새터민 장학금
"탈북자 거주지 보호 기간 5년 이내의 기준에서 지급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

봉사 장학금
근로 장학금 교내 근로봉사 조교 선발

반대표 장학금 한 학기 동안 각 반을 위해 봉사 활동

매 학기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들에게 각종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학습의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

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성적우수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장학

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누구나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학생이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숭실호스피탈리티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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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3번 출구 앞 학교 정문

버스
간선 버스  |  501, 506, 641, 650, 750,

 751, 752, 753 (숭실대 하차, 종점)

지선 버스  |  5511, 5517, 5620 (숭실대 입구 하차)

공항 버스  |  6019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베어드홀

경상관

문화관

안익태기념관

형남공학관

한국기독교박물관

한경직기념관

미래관

전산관

벤처중소기업센터

진리관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조만식기념관

웨스트민스터홀

생활문화관

중앙도서관

연구관

커밍홀

학생회관

대운동장

테니스장

나래관

누리관

캠퍼스	맵

정문

중문

벤처중소기업센터

진리관

조만식기념관

웨스트민스터홀

중앙정원

분수대

7호선
숭실대입구역

베어드홀

1

경상관

2

문화관

3

누리관

22

안익태기념관

4

형남공학관

5

6

한국기독교박물관

한경직 기념관

7

미래관

8

전산관

9

10

11

12

13

생활문화관

14

중앙도서관

15

연구관

16

커밍홀

17

학생회관

18

대운동장

19

테니스장

20

후문

전산관

누리관

나래관

21

나래관

모집요강

원서접수 모집기간

과정 전형방법

관광경영학전공

면접100%
수능ㆍ내신
미반영

호텔경영학전공

관광식음료전공

관광프랜차이즈경영
(관광경영학 / 직장인 주1일 과정)

지원자격

구분 내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인정자 기타 교육법에 의한 동등 이상의 자격 소지자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자 제출

타 대학 지원자 또는 합격자 타 대학지원하였어도 복수ㆍ교차지원 가능

타 대학 휴학 또는 군 전역자 타 대학 휴학 중이거나 전역자 지원 가능

온라인접수

방 문 접 수

숭실호스피탈리티 입시홈페이지

(www.sshi.ac.kr)

숭실호스피탈리티 나래관 7층

입시관리부

숭실호스피탈리티 입시 홈페이지 참조  http://www.sshi.ac.kr

| 입학상담 |  02-6277-8884~5

 http://www.sshi.ac.kr

 http://m.ssh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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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78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57

입학상담실
Tel. 02.6277.8884~5   Fax. 02-6020-9596

http://www.ssh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