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취업

프로그램

해외취업프로그램이란?

연도별 해외취업 현황

해외취업자관리

해외취업중인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현지방문, SNS, 현지 호텔,

현지 에이전트등)

경력개발멘토링

해외→국내 또는 

해외→해외호텔로의 

경력개발 위한 

지속적인 멘토링

해외취업동아리

어학능력향상 교육 

면접준비 및 글로벌

소양교육

직무능력향상 교육

해외호텔네트워크

현지호텔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강화

현지호텔 동향 파악 및

새로운 취업처 개발

연도 근무호텔 인원수

2006 Conrad Centennial Singapore Hotel 2
2007 Fullerton, Sheraton, Santosa Resort 3
2008 Conrad Centennial Singapore Hotel 5

2009 Conrad Centennial Singapore Hotel, Orchard Singapore, Furama Singapore, 
M Hotel, Imperial Palace Sebu Philippines, Mandarin Oriental Singapore 12

2010 Fullerton Singapore, Conrad Centennial Singapore 14

2011 Grand Hyatt Singapore, Grand Mercure Singapore, St.Regis Singapore, 
Fullerton Singapore 29

2012 Shangri-La Singapore, Grand Hyatt Singapore, Le Meridian Hotel UAE, 
Sheraton Hotel UAE 32

2013
Grand Hyatt Singapore, St.Regis Singapore, Shangril-la Singapore, 
Swissohotel Singapore, Conrad Centennial Singapore, Conrad Macao Cotai Central, 
Ritz-Carlton Singapore, Marina Mandarin Singapore

61

2014
JW Marriott Vietnam Hanoi, Holiday Inn Macao, Snujin Grand Hotel Mongolia, 
Conrad Centennial Singapore, Fullerton Singapore,  W Hotel Singapore, 
Singapore Marina Mandarin, Grand Hyatt Singapore

36

2015 JW Marriott Vietnam Hanoi, Shangril-La’s Rasa Sentosa Singapore 28

2016 JW Marriott Vietnam Hanoi, NUC’D Resort, Conrad Centennial Singapore, 
Grand Hyatt Singapore 9

2017 Conrad Centennial Singapore, JW Marriott Vietnam Hanoi, Grand Park City Hall 17

2018 JW Marriott Vietnam Hanoi, Onward Beach Resort, The Westin Resort Guam, 
Ritz-Carlton Singapore 32

2019 JW Marriott Vietnam Hanoi, Clark Marriott Hotel Phillippines,
The Westin Resort  Guam 27

해외호텔취업 프로그램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통한
Professional-Leadership을 갖춘
글로벌 인재

호텔경영학과는
이런 친구들이 오면 좋아요!

320명 해외호텔취업
2020년 현재 해외취업자: 300명 이상 달성(2006년부터 누적인원)

5개국 이상 15개 이상의 글로벌 브랜드 호텔에 취업

Ritz-Carlton Singapore Hotel, Grand Hyatt Singapore Hotel, 

JW Marriott Hanoi Hotel, Sheraton Hanoi Hotel, Westin Guam Hotel 등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능통한 사람

어학실력 및 세계시민

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

미소가 밝고

긍정적인 사람

대인관계에 있어서 

배려와 소통에 능한 인재

영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언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

Job
Competency

Global
Citizenship

Interpersonal
Communication

재학생들의 생생한 해외취업 후기 및 졸업생 인터뷰 등 더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은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hotel.jj.ac.kr
http://hotel.jj.ac.kr
(063)220-2735



해외취업프로그램을 통한 경력개발 사례 실무 및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졸업 후 진출 분야 캐나다 Seneca College 교육과정 공동 연계과정 

취업생 후기

해외호텔에서의 경력이 중요한 이유는?

학과교수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지도

학과교수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지도

해외호텔

평사원

해외호텔

부매니저

해외호텔

평사원

해외호텔

매니저로

승진

다국적

호텔경력

국내호텔

매니저로

승진

해외 해외

국내 해외

유형

1
유형

2

평균 3년
(국내: 평균 5년)

평균 3년
(국내: 평균 7년)

능숙한 외국어 구사력, 

다양한 해외문화 및

직장경험으로 인한

경쟁력 확보

국내보다

빠른 승진 기회

해외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 취업 시

유리한 조건 확보

정장착용

글로벌 체인호텔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복장규정 (Grooming Standard)을 훈련

하기 위해 전공 수업 시 정장 착용 의무

화

전공영어 수업

글로벌 호텔리어의 필수조건인 영어 

구사력을 위해 국내외 학과 교수진이 

전공수업의 80%를 영어로 강의

호텔현장 경험

1학년 동기부여프로그램 (호텔견학) 

및 2학년 호텔게스트 체험프로그램 (1

박2일 호텔숙박체험)을 통해 호텔의 

다양한 부서 및 업무 체험기회 제공

테이블매너 및 서비스 실습

식음료서비스 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스킬을 바탕으로 호텔 현장에서 학생

들이 직접 시현함으로써 실무능력 향상

실습실

호텔의 주요 부서인 객실(프런트 오피

스), 식음료 및 연회부서의 업무를 익히

기 위한 실습실 및 체크인 체크아웃 업

무에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

취업프로그램

매년 국내·외 5성급 호텔 인사담당자 

초청 실전대비 모의면접 실시/방학 중 

호텔현장실습 실시/호텔업계 전문가 

초청 진로 및 취업 특강

글로벌 체인호텔 진출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국내외 5성급 호텔의 홍보, 마케팅, 

회계, 인사, 구매 등의 관리 부서와 오퍼레이션 부서 (객실/식음료) 분야에 종사합

니다.

호텔 외에도 항공사, 외식업체 및 서비스 컨설팅 업체, 관광개발분야, 레저산업체, 

관광가이드, 공기업과 호텔산업 분야 연구소, 호텔 컨설팅 업체 등에 종사합니다.

호텔경영학과 김희정 14학번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인사팀

김희정 선배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14학번 졸업생 김희정

입니다. 현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인사팀에서 근무하

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해외취업 프로

그램을 통해 그랜드 하얏트 싱가포르 F&B 부서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2018년에는 UP 프로그

램을 통해 필리핀에서 두 학기 동안 교환학생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호텔에서 일하시는 부서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HRI(인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HRI부서 내에서도 다양한 업무로 역할이 분담됩

니다. 저는 직원 복리후생, 복지등을 관리하는 것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희 호텔에 입사하게 된 새로운 호텔리어 분들에게 입사 설명 및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동시에 메리어트 내에서 추구하는 문화를 조사하고 다른 부서를 서포트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호텔리어를 꿈꾸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처음 호텔리어라는 꿈을 꾸게 된 계기는 아버지의 권유였고 당시 호텔 해외취업으로 유명한 

전주대학교에 원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경험했고 이를 통해 호텔

리어로서의 직업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호텔리어로 일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사랑할 줄 아는 열정인 것 같습니다. 호텔리어로 일하기 위해서는 호

텔산업을 이해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에 보람

을 느끼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근무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영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호텔에서 근무하기 위해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명예나 돈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으로서 해외에 나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직접 경험해보면 분명 얻는 것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학과 내의 해외취업 호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 워킹 홀리데이나 어학연수, 해외봉사활동 등의 방법도 있

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일상은 똑같았지만, 해외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느낀 하루하루는 항상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걱정할 것 없이 어린 나이에 1년을 두려워하지 말고 본인

이 하고 싶은 일들에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석사과정

편입후 졸업

Pathway과정
졸업

선택사항 Co-op과정  4개월 Work Term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7학기 수료

졸업 후 워크퍼밋(PGWP)
1년 비자 신청 호텔 취업

세네카 1년 과정 인정

석사 과정 진학

한국학생/외국인학생

글로벌 관광비즈니스 개발학과(GBD)

글로벌 호텔경영학과(GHM)

2학기2학기 공통

IELTS 6.5 이상 또는 세네카 칼리지 EU레벨 8 수료

세네카 칼리지 준석사 과정

해외대학원연계_Canada Seneca College 로드맵

대학원 상호 연계_1+1 System

교환학생 Program 시행 협약 체결_2019. 9.

대학원 연계 과정 Program 시행 협약 체결_2020. 8.

Seneca
대학원

1년과정

전주대

석사과정

석사

학위

취득

1. 등록금 감면 혜택

2. 전주대 호텔 경영학과 이수과목(3과목 인정)

전주대학생 특전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