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SolBridge International School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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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Creating an exceptional you!
Career Development

‘한국 속의 세계대학, 다양한 글로벌 진출 기회’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은 변화에 잘 적응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는 소나무처럼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Clubs

비약적인 발전으로 혁신적인 경영대학의 모델로서 해외에서 더 높은
평판을 쌓아가고 있는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은 드넓은 세상에서 장대한
꿈을 펼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국제적 환경과 교육방식을 제공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시장을 이끌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가 될 수

영어 학습 강화 프로그램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꿈을 솔브릿지와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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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E. Endicott, Ph.D.
President, Woosong University, Vice-Chancellor,
SolBridge International School of Business

2005년, 2009년노벨평화상 후보
조지아텍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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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ward“Neighborhood Asia
and Globalized Korea”

Career Development

저는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설립초기부터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영광스럽게 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세계적
관점에서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맞게 보다 국제화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온 결과,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경영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의 위상을 더욱 높여 갈 것입니다.

Clubs

현재 제휴를 맺고 있는 세계 300여개 대학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국제 활동을 통해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64개국에서 온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국제화를 터득하고 동문이자 비즈니스 협력자가 되어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영어 학습 강화 프로그램

저는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의 교육과 훈련방식이 경영대학의 세계적인 모델이 될 것이며, 역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국가들이
있는 아시아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세계에 새롭고 혁신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선도하여 “Neighborhood Asia”를 창조해 내고, 더 나은 세계와 미래를 위해 세계의 인재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영대학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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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Hamid Bouchikhi
Dean. SolBridge International School.
SolBridge Chair of the Executive Committee

프랑스 ESSEC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전 공동의장 겸
기업가정신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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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Career Development

From Success to
Significance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의 학생들은 대한민국 내 최고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브릿지에서는 경영 실무능력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64개국에서 온 학생들 및 교수진과 소통하며 다양한 소프트스킬을 배우게 됩니다.

Clubs

솔브릿지에서의 경험은 여러분들이 급변하는 세계에서 살아남는데 필요한 미래 예측 능력, 불확실 속의 경영, 타 문화에 대한
숙련도 등의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솔브릿지의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재가 되도록 지적
도전정신을 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창의력을 키워 줄 것입니다.

영어 학습 강화 프로그램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성공을 넘어 위대함으로 가는 여정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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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FACULTY
79% 이상의 세계 유명대학 출신 외국인 교수들과
기업경영 경험이 풍부한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진
탁월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세계 유명대학 출신의 교수진들이 문제해결능력과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토론식 수업을 통해
다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경영대학의 혁신 모델을 만드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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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in Setiawan Sanusi, Ph.D.
Washington State University, USA

Hamid Bouchikhi, Ph.D.
Paris Dauphine University, France
INTRODUCTION

Han Choong Min
University of Michigan, USA (Ph.D.)

Han, Joon K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Ph.D.)

Hyojin Nam
Hanyang University, Korea (Ph.D.)
Career Development

John E. Endicott, Ph.D.
Tufts University, USA

Joshua Park, J.D.
Harvard Law School, USA

Jung Kwan Kim
Temple University, USA (Ph.D.)

Kushal Sharma, Ph.D.
ESSEC Business School, France
Clubs

Kyun-Hwa Kim, Ph.D.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A

Mahmood Awan, Ph.D
Northcentral University, USA

Nurmukhammad Yusupov, Ph.D
Universite de Nantes, France
영어 학습 강화 프로그램

Paul Wohlfarth
University of London, United Kingdom (Ph.D.)

Sang-Woo Shin, PhD
University of Rochester, USA

Aye Mengistu Alemu, Ph.D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Japan

Ben Kwame Agyei-Mensah, D.B.A
BI (Byung-Ik) Jung, M.B.A.
INSEAD, France

Chang Joon Choi

IE Business School, Spain

Sook-Min Kim, Ph.D.
Korea University, Korea

모집요강

SMC-University, Switzerland

Shijith Kumar PM, M.Sc.

Sunghyuk(Mark) Park
Korea Advanced Institute of Technology (M.B.A)

Taylan Urkmez, Ph.D.

Sogang University, Korea (B.A.)

University of Kassel, Germany

Chia-Hsing Huang, Ph.D

Xiangcai Meng, Ph.D.

University of P ennsylvania, USA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Japan

Dongcheol Kim

Young-Kun Cho

University of Michigan, USA (Ph.D.)

Sogang University, Kore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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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Your Journey at
SolBridge
한국 속의 세계 대학! 세계 무대로의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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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VISION

INTRODUCTION

Asian Center of Excellence
in Global Business Education
Our MISSION

Career Development

Educating the Next Generation
of Asian Thought Leaders

Clubs
영어 학습 강화 프로그램
모집요강

GACCS : 솔브릿지 인재상의 5대 요소
•국제적 시각 (Global Perspective)
•아시아 전문 지식 (Asian Expertise)
•창의적인 경영마인드 (Creative Management Foundation)
•다문화 역량 (Cross-Cultural Competence)
•사회적 책임감 (Soc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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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CSB (세계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 인증 획득
•전 세계 상위 5% 경영대학 진입
•국내 18개 경영대학만 인증 받음
•국내 비수도권 사립대 중 최초 인증
•전 세계 최단 기간 내 인증 (설립 후 6년)
•동북아 국가 중 최초로 AACSB 혁신상 수상 (2016년)
•2017년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수상

AACSB 인증 혜택
•AACSB 인증을 받은 학교간의 학점교환 및 최상위권 석·박사 과정을 위한
유학에 크게 도움
•AACSB 인증유지 노력을 통하여 교육, 학생지원, 행정 등 대학 전반적인 발전 지속
•글로벌 기업들은 AACSB를 인증 받은 대학의 졸업생 선호

Beta Gamma Sigma Honors Society
세계 상위 5% 경영대학의 상위 10% 학생들만 가입하는 모임으로 전 세계 회원 83만 명을
보유한 국제적 모임입니다.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의 학생들 역시 이 모임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16년에는 우수지부상, 2017년에는 최우수 지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내 리더십 경진대회를 통해 미국 올랜도 및 댈러스에서 열리는
Global Leadership Summit에 한국대표로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가입한 학생들은 이 모임만의 취업, 장학금, 대학원 진학 루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교수진과 혁신적이고 국제적인 교육환경과 커리큘럼으로 국내 다른 대학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은 경영대학의 교육수준을 평가하여 세계 상위 5%를 인증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영대학발전협의회(AACSB)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더욱 활발한 교류와 제휴를 통해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학생들에게 세계를 향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UNIQUENESS AMONG
BUSINESS SCHOOLS
글로벌 핵심역량을 갖춘 전문 경영인력 양성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 Specialization and Requirement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은 “차세대 아시아 비즈니스 리더 양성”이라는 미션 아래,
미국식 교육과정과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핵심 역량을 갖춘
뛰어난 국제 경영 인력으로 양성합니다.
•100% 영어로 진행하는 미국식 교육과정과 운영시스템
•외국인교수 75% 해외 유명대학출신 교수진
•64여개국 약 70% 외국유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국제적 교육환경과 분위기
•폭넓고 다양한 장학제도
•글로벌 기업과 대기업 취업, 해외 유학에 필요한 영어와 외국어 능력이 자연스럽게 갖추어지는 전 교육과정
•대기업 해외법인, 외국기업 인턴십과 현장형 사례 연구를 통해 호평받는 경영 실무능력 배양과정

Specialization

재무

마케팅

경영과 창업

기술 혁신

데이터 분석

Finance

Marketing

Management
and
Entrepreneurship

Technology and
Innovation

Data Analytics

제2외국어

일본어 / 중국어

Total 132 Credits

14

Core Course

60학점

Free Elective

42학점

Specialization

12학점

부전공 제2외국어(중국어/일본어)

18학점

BBA 2.0 CURRICULUM
코드

필수
교양
15학점

BUS204

과목명

3

작문과 프레젠테이션 기술

3

MEN101A

ADAPT (Academic Development, Asian Perspectives and Training)

3

BUS250A

이종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3

경영영어

3

코드

15학점

INF204A

3

경영정보기술

3

DAT101

비즈니스 코딩

3

BUS208C

기초 통계학 이해와 활용

3

MAT121A

경영수학

3

과목명

학점

코드

과목명

Career Development

30학점

학점

경영정보시스템

INF101A

코드

전공
기초

과목명

INTRODUCTION

윤리와 기업의 CSR

COM114D

ENG101/KOR101

전공
기초

학점

학점

IBS301

국제 경영론

3

BUS325B

생산 및 운영 관리

3

BUS109

미시경제학 입문

3

FIN305

기업 재무의 이해

3

MKT200B

마케팅 원리

3

BUS110

거시경제학 입문

3

BUS308B

전략적 경영 연구

3

ACC101

회계 원리

3

BUS100A

경영학 입문

3

BUS211C

조직행동론

3

FIXED FIRST YEAR COURSES
코드

학점

윤리와 기업의 CSR

3

MAT121A

작문과 프레젠테이션 기술

3

MEN101A

ADAPT (Academic Development, Asian Perspectives and Training)

3

1학년
1학기

18학점

BUS100A
BUS109
ENG101/ KOR101

이종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3

미시경제학 입문

3

비즈니스 영어

3

COM114D

과목명

학점

작문과 프레젠테이션 기술

3

ACC101

회계 원리

3

BUS109

거시경제학 입문

3

1학년
2학기

18학점

MKT200B

마케팅 원리

3

DAT101

비즈니스 코딩

3

-

교양과목 선택

3

영어 학습 강화 프로그램

코드

Clubs

INF101A

과목명

EIS (ENGLISH IMMERSION SEMESTER) 과정

1학년
1학기

18학점

과목명

학점

EIS101/ EIS121

Beginners Listening and Speaking for Achievement 1
Intermediate Listening and Speaking for Achievement 1

3

EIS102/ EI122

Beginners Listening and speaking for Achievement 2
Intermediate Listening and Speaking for Achievement 2

3

EIS103/EIS123

Beginners Listening and Speaking for Achievement 3
Intermediate Listening and Speaking for Achievement 3

3

EIS104/ EIS124

Beginners Listening and Speaking for Achievement 4
Intermediate Listening and Speaking for Achievement 4

3

EIS104/ EIS124

Beginners Writing for Success/ Intermediate Writing for Success

3

EIS106/ EIS126

Beginners Reading for Enrichment /Intermediate Reading for Enrichment

3

모집요강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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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FACTS
1,432

2020
(봄)
2020
(가을)

3
13

복수학위제도
참여 학생 수

16

1,488

2020
(봄)
2020
(가을)

20
2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79%

하계

동계

2
20

70%

64개국

1
20

77.4%

하계

동계

19년 해외 인턴십
참여 현황

20년 해외 인턴십
참여 현황

전체 취업률

250

160

101

해외자매대학
(국내 최다)

해외 연계대학

Beta
Gamma Sigma.
Honors Society

2018년
대학정보 공시기준

가입학생수

INTRODUCTION
Career Development

Guatemalan

1

Norwegian

1

Azerbaijanian

1

Hong Konger

3

Pakistani

7

Bangladeshi

3

Hungarian

3

Portuguese

3

Belarussian

5

Indian

21

Republic of South Sudan

1

Belgian

10

Indonesian

34

Russian

48

Brazilian

16

Ivorian

1

Salvadoran

1

Cambodian

3

Japanese

1

Slovak

1

Cameroonian

1

Kazakh

55

South African

2

161

Kenyan

2

Spanish

5

Colombian

1

Kirghiz

7

Swiss

4

Congolese

1

Korean

438

Taiwan

1

Danish

2

Lithuanian

1

Tanzanian

1

Dutch

1

Malaysian

1

Thai

4

Egyptian

2

Mexican

2

Ukrainian

8

Eritrean

1

Mongolian

17

United States of America

4

Ethiopian

4

Moroccan

9

Uzbek

176

French

89

Myanmarese

9

Vietnamese

101

German

18

Nepali

6

Greek

1

Nigerian

17

Chinese

모집요강

1

영어 학습 강화 프로그램

Algerian

Clubs

SolBridge Enrollment Figures for the 2021 Spring Semester

17

The First Step to
Global Network
18

INTRODUCTION

SolBridge Career Track
System (SCTS)
다양한 글로벌 진출기회를 지원하는 솔브릿지 커리어 트랙
취업/진학 관련 차별화된 커리어 트랙 운영 ➛
학생의 진로 목표를 조기에 확정 및 ‘1대1 맞춤형‘ 취업/진학 프로그램 제공

Entrepreneurship
프로그램

솔브릿지에서 3년 수학 후, 타겟 취업 국가에서 1년 수학 및 현지 취업
▶ UC 버클리 – 미국 현지 취업 트랙 : 1년 버클리 수학 ->
Berkeley-Haas Global Access Program + 실리콘 밸리 인턴십 +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싱
 가포르 현지 취업 트랙 : 약 1년 싱가포르 제휴 대학 수학 + 싱가포르
현지 인턴십
▶ 일본 현지 취업 트랙 : 교환학생프로그램 + 현지 인턴십
타겟 취업군별 특화된 경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대기업 취업반
▶ 공기업/공사 취업반
▶ 금융기관 취업반
▶ 히든 챔피언(강소기업) 취업반
▶

솔브릿지 Entrepreneurship 커리큘럼을 통한 비즈니스 운영 Skill 구축
창업 지원반 운영

▶

영어 학습 강화 프로그램

솔브릿지, 해외자매대학 2개 대학에서 각각 학위 취득
학생들의 해외자매대학 입학 조건 및 준비 지원
(EX. Economist reading, Local language & culture. Etc)

복수학위
프로그램

▶

글로벌 석사진학
프로그램

▶

솔브릿지 졸업 후 솔브릿지와 제휴된 해외대학 석사 진학
석사진학반 운영, 장학금 지급
▶ GMAT/GRE 시험, 에세이, 연구계획서 준비 등)

모집요강

자기설계형
커리어 트랙

Clubs

맞춤형
커리어 트랙

프로페셔널
커리어 프로그램

Career Development

해외 현지 취업
프로그램

학생 주도적으로 커리어/진학 개발 목표 수립
▶ 학생별 경력 목표에 맞춰 자격증 취득, 경진대회,
교환학생 등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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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Degree &
Exchange Program
한국 속의 세계대학!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은 학생들이 세계적 관점에서 식견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약 45개국 300여 대학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복수학위제도
솔브릿지에서 1~2학년 과정을 수학 후, 해외 25여개 자매대학 중 선택한 대학에서 3~4학년 과정을 이수하면 두 대학의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2
Australia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Brisbane

Taiwan

CTBC Business School, Tainan

Macquarie University, Sydney

Feng Chia University, Taichung

Sprott School of Business, Carleton University, Ottawa

I-Shou University, Kaohsiung

Gustavson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Victoria

National University of Tainan, Tainan

China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Beijing

Shih Chien University, Taipei

France

KEDGE Business School, Marseille

Canada

USA

Bentley University, Waltham, Massachusetts

Indonesia BINUS University, Jakarta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Monterey Bay (CSUMB)

Mongolia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Ulaan-Baatar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at Geneseo

Norway

BI Norwegian Business School, Oslo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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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Universities

Vladivostok State University of Economics and Service,
Vladivostok

Valparaiso University, Valparaiso, Indiana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Richmond

INTRODUCTION
Career Development

France

Partner Universities

Clubs

3+1 & 4+1

E
 SC Clermont, Clermont-Ferrand
Rennes School of Business, Rennes

U
 niversity of Hull, Hull University

영어 학습 강화 프로그램

UK

Business School, Hull

USA

A
 rizona State University, Tempe | 3+1+1*
NYU Stern School of Business | 4+1*

Spain

IE Business School, Madrid | 4+1*
모집요강

*Note: 3+1+1 & 4+1 programs allow to earn a Bachelor degree from SolBridge and a Master degree from a
host university. As such, they are not directly a "Dual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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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프로그램
해외 60여 개국, 약 160개 대학 중 선택하여 교환학생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다양한 해외 문화와 교육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Europe
•Austria

FHWien of WKW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Vienna | BBA & Master
Vorarlberg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Dornbirn | BBA & Master
University of Innsbruck, Innsbruck | BBA & Master
Belarusian State University, Institute of Business, Minsk | BBA & Master NEW
•Belarus
•Belgium
HEC Management School, University of Liège, Liege | BBA & Master
Thomas More Mechelen-Antwerpen | BBA & Master
University College Leuven-Limburg (UCLL), Heverlee | BBA NEW
VIVES University College, Brugge & Kortrijk, | BBA
•Croatia
University of Rijeka, Rijeka | BBA & Master
Zagreb Schoo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 BBA & Master
•Czech Republic Faculty of Arts, Palacky University Olomouc | BBA & Master
Metropolitan University Prague, Prague | BBA & Master
•Denmark
International Business Academy, Kolding | BBA
Lillebaelt Academy -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Odense | BBA
•Estonia
Estonian Business School, Tallinn | BBA & Master
•Finland
Haaga Heli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Helsinki | BBA
JAMK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Jyvaskyla | BBA & Master
Lahti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Lahti | BBA
•France
Burgundy School of Business, Dijon | BBA & Master
EDHEC Business School, Lille & Nice | BBA and Master NEW
EM Normandie Business School, Caen, Le Havre, Paris | BBA and Master NEW
ESC Clermont, Clermont-Ferrand | BBA & Master
ESCE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Paris, France | BBA & Master
ESSCA School of Management, Angers, Paris | BBA &Master NEW
ESSEC Business School, Cergy-Pontoise, Paris La Defense | BBA NEW
Group KEDGE Business School, Marseille, Bordeaux, Toulon | BBA & Master NEW
INSEEC Business School, Paris, Bordeaux & Lyon, France | BBA & Master
NEOMA Business School, Reims, Rouen, Paris | BBA NEW
Rennes School of Business, Rennes | BBA & Master
KEDGE Business School, Marseille
ESB Business School, Reutlingen University, Reutlingen | BBA & Master
•Germany
FH Aache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Aachen | BBA & Master
FH Dortmund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and Arts, Dortmund | BBA & Master
Hamburg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mburg | BBA & Master
ISM International School of Management, Dortmund | Master
Koblenz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Koblenz | BBA & Master
Munich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Munich | BBA & Master
University of Bamberg, Bamberg | BBA & Master
•Greece
Alba Graduate Business School,Athens | Master
•Hungary
Budapest Business School, budapest | BBA & Master
Faculty of Business and Economics, University of Pecs, Pecs | BBA & Master
Corvinus Business School, Corvinus University of Budapest, Budap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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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y

European Institute of Design, Milano MI | BBA
LUISS Business School, Rome | Master
University Carlo Cattaneo – LIUC, Castellanza VA | BBA & Master
Riga Business School, Riga Technical University, Riga | BBA & Master
•Latvia
•Lithuania
ISM University of Management and Economics, Vilnius
•Netherlands
Hanze University Groningen, Groningen | BBA
The Hagu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Faculty of Law, The Hague | BBA
Rotterdam Business School, Rotterdam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 BBA
University of Tromso – The Arctic University of Norway, Tromso | BBA & Master
•Norway
BI Norwegian Business School, Oslo | BBA & Master
•Poland
University of Economics in Katowice, Katowice | BBA & Master
•Portugal
University of Algarve, Faro | BBA & Master
University of Porto, Porto | BBA & Master
Católica Lisbon School of Business & Economics, Lisboa | BBA & Master
•Russia
Altai State University, Russia | BBA & Master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Vladivostok | BBA & Master
Far Eastern State Transport University, Khabarovsk | BBA
Khabarovsk State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Khabarovsk | BBA & Master
M.K. Ammosov North Eastern Federal University, Yakutsk | BBA & Master
Novosibirsk State Technical University, Novosibirsk | BBA & Master
Novosibirsk State University, Novosibirsk | BBA & Master
Pacific National University, Khabarovsk | BBA & Master
Plekanov Russian University of Economics, Moscow | BBA & Master
Siberian Federal University, Krasnoyarsk | BBA & Master
St. Petersburg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St. Petersburg | BBA & Master
Southern Federal University, Rostov-on-Don | BBA & Master
Ural Federal University (UrFU), Ekaterinburg | BBA & Master
Vladivostok State University of Economics and Service, Vladivostok | BBA & Master
The University of Economics in Bratislava, Bratislava | BBA & Master
•Slovakia
•Spain
Deusto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Deusto, Bilbao | BBA
ESIC Business and Marketing School, Madrid | BBA & Master
IQS School of Management - University Ramon Llull, Barcelona | BBA
EDEM School of Entrepreneurship, Valencia | BBA & Master
•Sweden
Kristianstad University, Kristianstad | BBA & Master
Orebro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Orebro
•Switzerland
Ber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 BBA & Master
ZHAW School of Management and Law, Winterthur - Zurich | BBA & Master
Karazin Business School,Kharkiv National University, Kharkiv | BBA & Master
•Ukraine
•United Kingdom EM Normandie Business School, Oxford | BBA NEW
Nottingham Trent University, Nottingham |BBA
University of Portsmouth, Portsmouth | BBA & Master
University of Hull, Hull University Business School, Hull

Asia/Oceania
Central Asia & Middle East
•Azerbaijan
•Georgia
•Kazakhstan

•Japan

•Taiwan

•Australia

SP Jain School of Global Management, Sydney |BBA & Master NEW

South America

•Canada

•Argentina

Universidad de San Andrés, Pcia. de Bs. As. | BBA
IAE Business School, Buenos Aires | BBA & Master

•Brazil

INSPER Institute of Education and Research, São Paulo | BBA
IBMEC , Rio de Janeiro | BBA & Master
Federal University of Juiz de Fora | BBA & Master
Superior School of Advertising and Marketing, São
Paulo | BBA & Master
FACHA University, Rio de Janeiro | BBA & Master
Pontifical Catholic University of Minas Gerais – PUC
Mina, Belo Horizonte | BBA & Master
University of Minas Gerais, Pampulha | BBA & Master
Santa Catarina State University-UDESC, Florianópolis |
BBA & Master
The Federal University of Technology, Parana | BBA & Master
Antonio Narino University, Cundinamarca | BBA
Universidad San Ignacio de Loyola, La Molina | BBA & Master
Technological University of Peru, Cercado de Lima | BBA & Master

 oodman School of Business, Brock University, St. Catharines | BBA & Master
G
Asper School of Business, The University of Manitoba, Winnipeg | BBA & Master
Humber College, University of Guelph-Humber, Toronto | BBA
	Williams School of Business, Bishop's University, St. Sherbrooke | BBA
Carleton University, Ottawa
Gustavson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Victoria
•USA
Bentley University, Waltham, Massachusetts | BBA & Master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Long Beach (CSULB) | BBA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Monterey Bay (CSUMB) | BBA
Nazareth College, Rochester, New York | BBA & Master NEW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Geneseo, New York | BBA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tudy Abroad Only & Spring) | BBA
	Haas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tudyabroad Only) | BBA 4th Year
	Valparaiso University, Valparaiso, Indiana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Richmond
•Mexico 	Western Institute of Technology and Higher Education- ITESO I
BBA & Master
National Autonomous University of Mexico- UNAM | BBA & Master

Africa
•Burundi
•Kenya
•Nigeria

•Colombia
•Peru

•South Africa
International Leadership University, Burundi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Kenya | BBA
University of Ibadan, Ibadan | BBA
Crawford University, Igbesa | BBA

•Tanzania
•Uganda

Nelson Mandela Metropolitan University, Port Elizabeth
University of Dar es salaam | BBA & Master
Moshi Co-operative University | BBA & Master
Makerere University | B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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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North America

영어 학습 강화 프로그램

South & Southeast Asia

Clubs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Beijing | BBA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Beijing | BBA
Beijing Jiaotong University, Beijing | BBA & Master
Hunan University, Changsha | BBA & Master
Nanjing University, Nanjing | BBA & Master   
  
Peking (Beijing) University HSBC Business School(PHBS), Shenzhen | BBA(4th year) & Master
Sichuan University, Sichuan | BBA & Master
The Hang Seng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 BBA   
University of Macau, Macau | BBA(3rd, 4th year)
Kanda University of International Studies, Chiba | BBA
Kansai Gaidai University, Osaka | BBA
  
Kansai University, Osaka | BBA
  
Nagoya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NUFS), Aichi | BBA
CTBC Business School, Tainan | BBA NEW
Feng Chia University, Taichung | BBA & Master
I-Shou University, Kaohsiung | BBA & Master
National Dong Hwa University, Hualien |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Taipei | BBA & Master   
National University of Tainan, Tainan | BBA & Master
National Yunli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Yunlin | BBA & Master
Providence University, Taichung | BBA
Shih Chien University, Taipei | BBA & Master
University of Taipei, Taipei | BBA
Asia University, Taichung | BBA

Career Development

East Asia
•China
(Including
Hongkong,
Macau)

INTRODUCTION

Azerbaijan State Economic University, Baku | BBA & Master
International Black Sea University, Tbilisi | BBA & Master
ALMA University (International Academy of Business), Almaty | BBA & Master
JSC Kazakh Humanities and Law University, Astana | BBA
Karaganda Economic University of KazPotrebsoyuz | BBA & Master
Kazakh National Technical University, Almaty | BBA & Master
KIMEP University, Almaty | BBA & Master
L.N. 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Astana | BBA & Master
Narxoz University, Almaty | BBA
Ryskulov New Economic University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lmaty | BBA & Master
•Mongolia
Global Leadership University, Ulaanbaatar | BBA & Master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Ulaanbaatar | BBA & Master
•Kyrgyzstan
American University of Central Asia, Bishkek | BBA & Master
International Ataturk Alatoo University, Bishkek | BBA & Master
•North Cyprus
Girne American University, Karaman | BBA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at Qassim University, Buraydah | BBA & Master
•Saudi Arabia
•Turkey
Bilkent University, Ankara | Master
Izmir University of Economics, Izmir | BBA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Ankara
Kadir Has University, Istanbul | BBA & Master
•United Arab Emirates SP Jain School of Global Management, Dubai |BBA & Master NEW
•Uzbekistan
Tashkent Financial Institute, Tashkent | BBA & Master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Brisbane
Macquarie University, Sydney
•Bangladesh
University of Dhaka, Dhaka | BBA & Master
•Brunei Darussalam University of Brunei Darussalam | BBA & Master
•Cambodia
Paragon International University, Phnom Penh | BBA
Birla Institute of Management Technology (BIMTECH), Uttar Pradesh | BBA
•India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Raipur (IIM-R), Sejbahar | Master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Kashipur (IIM-K), Kundeshwari | Master
International School of Management Patna | BBA & Master
Lovely Profession University (LPU) - Jalandhar | Bachelor & Master
Indian Institute of Foreign Trade (IIFT), Delhi | Master
XLRI Xavier School of Management, Jamshedpur | Master
Management Development Institute (MDI), Gurgaon | Master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 Trichy (IIM-T) | Master
SP Jain School of Global Management, Mumbai |BBA & Master
•Indonesia
Airlangga University, Surabaya |BBA & Master NEW
Atmajaya Catholic University, Yogyakarta |BBA & Master NEW
Atmajaya Catholic University, Jakarta |BBA & Master NEW
BINUS University, Jakarta | BBA & Master
Diponegoro University, Semarang | BBA NEW
Gadjah Mada University, Yogyakarta | BBA
Parahyangan Catholic University, Bandung |BBA & Master NEW
Petra Christian University, Surabaya | BBA & Master
Prasetiya Mulia Business School, Jakarta | BBA
President University, Jakarta | BBA
School of Business and Management
- 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 Bandung | BBA NEW
Soegijapranata Catholic University, Semarang | NEW
Telkom University, Bandung | BBA & Master
Universitas Ciputra Surabaya Indonesia, Surabaya | BBA & Master
Universitas Islam Indonesia, Yogyakarta | BBA & Master
University of Indonesia, Jakarta | NEW
Widya Mandala Catholic University, Surabaya | BBA & Master
•Malaysia	Arshad Ayub Graduate Business School, Universiti Teknologi
Mara, Selangor | Master NEW
Taylor's University, Selangor | BBA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Selangor | BBA
University of Malaya, Kuala Lumpur | BBA & Master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and Management (AITM), Patan | BBA
•Nepal
•Philippines
Ateneo de Manila University, Quezon City | BBA
Miriam's College, Quezon City | BBA
•Pakistan
Premier Law College, Gujranwala | Bachelors & Masters
•Singapor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 BBA & Master
PSB Academy, Singapore
•Thailand
Bangkok University, Bangkok |BBA & Master
Hatyai University, Songkhla | BBA & Master NEW
Panyapiwat Institute of Management, Bangkok | BBA
•Vietnam
Foreign Trade University, Hanoi | BBA
Foreign Trade University, Ho Chi Minh City | BBA
National Economics University, Hanoi | BB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Finance Ho Chi Minh | BBA
University of Economics Ho Chi Minh City | BBA
Hue College of Economics, Hue | BBA
Thuongmai University, Hanoi | BBA & Master

| CDC(Career Development Center, 경력개발센터)
학생 개인의 학년과 목표 커리어 트랙에 따른 커리어 프로그램 제공 및 진로설계 지도
•다국적기업 취업반, 국내기업 취업반, 복수 학위 취득, 해외 대학원 진학, 창업 등의 다섯 가지 트랙을 중심으로 경력개발 지도

1
학년

자기발견과
자아 탐색
및 진로설계

2
학년

외부환경
및 시장과
기업 이해

3
학년

진로 탐색 및
취업기회 집중
지도(1)

4
학년

진로 탐색 및
취업기회 집중
지도(2)

개인 목표 기업별 취업 집중 준비과정 운영(Intensive Job Search Series)
•다국적기업, 스타트업 기업, 히든 챔피언 기업 취업준비과정 교과목 및 창업스쿨교과목 및 관련 커리어 특별 준비과정 운영

커리어 역량개발 동아리(SolBridge Career Honor’s Club) 및 해외 대학원 진학 동아리 운영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방학기간을 이용한 국내와 해외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최신 ICT과정 운영
•ICT산업 트렌드 이해 및 클라우딩 컴퓨터 시스템 과정, 빅데이터 활용 마케팅 과정, 디지털 시대 커리어 브랜드 마케팅 워크숍 등

교내 취업 페스티벌(Job Fair)
졸업생 Homecoming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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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Program
Platinum Lecture (글로벌 전문가 초청특강)
•외교관, 공공기관 경영자, 각계 전문가 초청 특강
INTRODUCTION

•글로벌 기업 CEO등을 초청하여 매월 1-2회씩 특강

글로벌 CEO 멘토링
•국내외 우수 기업의 전·현직 CEO들로 구성된 멘토 그룹을 초청하여 면담 시행
• 6명의 멘토들이 학생을 맡아 멘토링을 시행함

Career Development

Global Challenge Program
국내 우수 기업에서의 조직 구조, 문화, 비즈니스를 주제로 재학생들에게 비즈니스 현장을 체감하게 함으로써 비즈니스
리더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역량 배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
• 글로벌 기업현장 방문, 실제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발표 경진대회
• 글로벌 기업 전· 현직 임원들이 경험한 실사례 직접 발표 및 과제 부여, 연구
(경진대회 우수학생 해외현장 연수 기회 제공)

International Business Plan Competition
Clubs

매 학기 하이라이트 중 하나이며 전 세계 다른 대학들의 학생들과 함께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하고,
실제 현장의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는 경연대회입니다.
이 경연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은 다른 경영대학 학생들과 협업을 발전시키고, 차세대 리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 밝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Business Case Competition
- 전세계 각 나라 대학교 대표학생들과 경연하는 프로그램
•Asian Thought Leaders’ Case Competition
- 아시아 각 나라 대학교 학생들과 경연하고, 수상팀은 개최국을 탐방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프로그램

영어 학습 강화 프로그램

글로벌 해외연수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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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Club Activities
다양한 동아리 활동

26

•2021년 아시아 영어 올림픽 대회 우승(최고 연사상 수상)
•2020년 세계대학생토론대화(WUDC) ESL 준우승
•2019년 옥스퍼드IV 국제대회 ESL 준우승
INTRODUCTION

•2019년 아시아 BP 국제대회 우승(동북아 최초)

SolBridge
Debate
Society

•2018년 2019년 환태평양 국제 디베이트 오픈 우승
•2017년 전국 학생 토론대회 최고연사상 수상
•2017년 2018년 차이나BP오픈 우승
•2017년 2016년 아시아영어올림픽 디베이트 부문 최고연사상(2016년)
•2017년 2016년 아시아 BP국제대회 EFL최고연사상(2년연속)

Career Development

•2017년 2015년 한국 대학교 토론연맹(KIDA) 국제 토론대회 우승
•2016년 2015년 일본 규슈컵 국제대회 최고 연사상(2년 연속)
•2015년 동북아시아 디베이트 오픈, 최고 연사상(2년 연속)
•2015년 일본 규슈컵 국제대회 우승
•2015년 오세아니아-아시아 국제 토론대회 최고 연사상
•2015년 2014년 차이나 디베이트 오픈 2회 연속 우승
•2014년 2018년, 2019년 전국 학생 토론대회 우승
•지난 5년 간 국제대회 30여 차례 이상 준우승

Clubs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봄)

2019년
202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봄)
2018년
2019년
2020년

2
7
18
23
10
23
21
16
3

모집요강

2018년

7
24
43
44
33
44
31
26
16

영어 학습 강화 프로그램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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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Bridge Entrepreneurship Center
단순한 창업 지원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자 태도인
기업가정신을 접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Start-Up, Social Entrepreneurship, Maker Movement,
Coding 경진대회, 워크샵, 세미나, Field Trip 기획 및 운영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Start-Up Lounge 공간 제공
•학생들의 Start-Up 동아리 『UNISOL』 대상 협력 및 지원

ASVF
(Asian Students Venture Forum)
아시아 최대 규모 대학생 창업경진대회인
제17회 ASVF 본선에 3팀 진출 및 3등상 수상 (2018. 3)

28

SolBridge Startup Idea Competition 결선

3 Day Startup Regular Program 한국 최초 개최

우승자는 여름학기 중 미국 Babson College 에서
2주간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 및 학점 취득 가능
(2018. 4)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생 대상 집중 창업 교육 프로그램인
3 Day Startup 을 충남대학교와 협력하여 진행
2박 3일간 해커톤 및 강의가 결합된 방식으로
창업의 기초를 직접 경험
(2017. 9)

SolBridge 2021 STUDENT COUNCIL
INTRODUCTION

PRESIDENT

VICE PRESIDENT

Melisse Redel

Baekjun Kim

mredel193@student.solbridge.ac.kr

bkim151@student.solbridge.ac.kr

Career Development

EXTERNALOPERATIONS DIRECTOR

CLUB UNION MANAGER

MARKETING MANAGER

Assem Sarsenova

Yersultan Mukhametkali

asarsenova180@student.solbridge.ac.kr

ymukhametkali189@student.solbridge.ac.kr

INTERNAL AFFAIR MANAGER

SECRETARY

WELFARE ANDCONTENT MANAGER

Clubs

ChaeYeon Lee
clee182@student.solbridge.ac.kr

Maksat Bekzadayev

Yujin Choi

Pham Do Ha Duong

mbekzadayev189@student.solbridge.ac.kr

ychoi202@student.solbridge.ac.kr

dpham186@student.solbridge.ac.kr

영어 학습 강화 프로그램

솔브릿지 학생회는 학생 대표의 역할을 역임하며 학생들의 작은 의견도 귀담아듣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60개국
이상의 국적을 가진 학생들을 대표하여 다문화를 융합하고, 글로벌 문화를 이루어 행사를 기획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습니다.
동아리 활동, 체육대회, 컬처데이, 문화탐방과 같은 각종 교내외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며 학생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선물하고자 앞장서는 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학생들이 힘든 학업 과정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13thsolbridgesc/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solbridgestudentcouncil/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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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강한 대학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

(취업률)

경영학과 취업률 (대학알리미 기준)
2016년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2017년
86.3%
83.4%
79.8%

서울대
성균관대

78.9%
78.3%
75.5%

82.3%
81.8%

서울대

86.3%

성균관대

81.8%

80.0%

79.5%
한양대
한국기술교육대
연세대

2018년

연세대
고려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양대

78.8%
76.6%
75.4%
74.3%

77.4%
한양대

76.6%

연세대

75.1%

한국기술교육대

69.9%

| 취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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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진학

- 한**
- 전**
- 이**
- 김**
- 강**

국내 취업

- 이**
- 진**
- 이**
- 최**
- 권**
- 정**
- 정**
- 김**

삼정KPMG/KICPA
지성회계법인/AICPA
우리은행
쿠팡
NAVER
쿠쿠전자
핸드스튜디오
메쉬코리아

- 유**
- 유**
- 이**
- 유**
- 남**
- 지**
- 김**
- 오**

Edelman Korea
올리브영
국제바둑연맹
한미약품
삼천당제약
심텍
스타벅스
ABLE 컨설팅

- 백**
- 안**
- 석**
- N***
- 원**
- 연**

해외 취업

- 박**
-강 *
- 이**
- 주**
- 최**
- 박**
- 김**
- 김**
- 이**

Bennett Thrasher. USA
Mercedes-Benz. USA
ARC land service. Japan
Pomelo, Thai
Kotra, India
DHL. Indonesia
Invesco. USA
SPC. France
북경외대

- 김**
- C***
- B***
- Z***
- L***
- C***
- B***
- J***
- Y***

LG전자, Mexico
Nielson, China
Deloitte. Uzbek
The Economist Group
Uber. Singapore
Google
HP. Morocco
LG Chem, India
SharePop

- K***	Ministy of Public
Edu. of Uzbekistan
- 손**
이스라엘 대사관
- 정**
LG(베트남)
- 오**
LG(케냐)
- 이**
LG(케냐)
- 김*
아데코 코리아
- 정**
이스타항공
- 김**
비엣젯항공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미국 조지아대학교
Kaist

- 원**
- 고**
- 유**
- 황**
- 김**

북경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Nagoya 대학교
한양대학교

- 조**
- 조**
- 문**
- B***

연세대학교
Kaist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쿠쿠전자
포스코
Johnson n Johnson
삼성전자
LG 이노테크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INTRODUCTION
Career Development

CAMPUS LIFE

Clubs

Culture Day

Homecoming Day

Sports Day
영어 학습 강화 프로그램

약 64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전통과 문화를 교류하고 Homecoming Day는 졸업생들을 초청하여 선· 학생들 간의 화합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공동의
이해하는 행사를 통해 글로벌 시대를 함께 이끌어 갈 후배간의 대화의 장을 열고 17개의 동아리들이 활동 목표를 향해 서로 단합하며 열정적인 마음을 한 번 더
수 있는 더욱 강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및 축하공연을 통하여 다양한 학생들이 문화적 되새기어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전통과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연습과 여러 경기를 통하여
자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손수 만들어 나눔을 재 학 생 들 은 졸 업 생 들 의 조 언 으 로 간 접 적 인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서로 믿고 의지할
갖고, 자국만의 독특한 노래나 춤을 공연을 통해 많은 사회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SolBridger 들의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 간의 또 다른 문화소통의 장이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는 자리가 됩니다. 문화의 소통의 경로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줍니다.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벽을 하나의 소통문화로 형성하고 서로 다른 문화들을
이해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행사입니다.

모집요강

Sol-Frontier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의 홍보대사로서 학교의 인재상인 ‘Asian Thought Leader’가 되기 위해 애교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임하는 재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솔브릿지 방문과 탐방행사를 비롯한 각종 오프라인 행사와 카페,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의 주역으로서 ‘한국 속의 세계대학’,
‘다양한 세계무대로의 진출 기회’라는 국내 유일의 독창성을 가진 솔브릿지를 앞장서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sol-frontier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sol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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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솔브릿지 &네모 파트너스 산학협력단

공공부문 및 기업 국제화 역량 향상 지원 및 연구 과제 수행
•외국인 전임 교수 비율 79% (23명)
•외국인 학생 비율 70% (64개국 800여명)

산학협력단 교수
한충민 교수 │해외시장조사, 진입전략, CSR│

Harmid Bouchikhi 교수

University of Michigan 경영학 박사 / 한국경영학회장

Entrepreneurship /
Paris Dauphine University (Ph.D)

김동철 교수 │기업재무, 금융투자 및 위험관리│
University of Michigan 경영학 박사 / 한국증권학회장

이용상 교수 │교통계획, 철도계획 및 운영│
University of Tsukuba 교통정책학 박사 / 한국철도학회장

신상우 교수 │마케팅, 데이터 애널리틱스│
University of Rochester 경영학 박사 / Purdue대학 교수

정병익 교수 │전략, 혁신│ 보스톤 컨설팅 그룹 컨설턴트
박성혁 교수 │전략, SCM/PI 및 IT 컨설팅, 신사업 기획│
딜로이트 컨설팅 이사 / 삼성SDS 수석 컨설턴트

한준기 교수 │인사전략, 조직개발 및 임원코칭│

Joshua Park 교수
Business law, Negotiation
Harvard Law School.(Ph.D)

Taylan Urkmez 교수
International Marketing
University of kassel (Ph.D)

Paul Wohlfarth 교수
Statistical Analysis
University of London (Ph,D)

분야별 프로젝트 수행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인사 총괄 임원 / 경영학 박사

외국계 학생 : 약 800 명

최창준 교수 │해외시장진출 전략, 협상│

해외 마케팅 조사 및 프로젝트 팀 단위 수행

현대종합상사. 해외사업 임원.
32

외국인 전임 교수 : 23 명

INTRODUCTION
Career Development
Clubs

•전략, 인사, 조직, 운영혁신등 9가지 경영 현안에 대한 기업자문
•해외진출, 현지화, 신규사업개발 및 운영, 투자 유치 지원
•2,000건의 프로젝트 수행 경험.
•한국을 HQ로 11개국 13개 Office 운영.

강진우 │기술 및 IP 전략│

서울대 경영학과, Harvard MBA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서울대 기술정책대학원 박사수료

이승한 │Vision 및 중장기 전략│

곽원식 │경쟁전략, 중장기 전략 수립│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Berkeley MBA

서울대 경제학과, 동 대학원

정재한 │경영혁신 및 변화관리│

마케팅/김형두 │해외사업 전략, 신규사업, M&A│

고려대 경영학과, Wharton MBA /
한국 해양대 박사수료

뉴욕시립대 병리학 학사, 뉴욕대 분자생물학 석사

민태홍 │경쟁전략,구조조정 및 원가절감│
연세대 경제학과, Berkeley MBA

모집요강

손기윤 │마케팅 전략,신규사업, M&A│

영어 학습 강화 프로그램

류재욱 │경영진단 및 성과개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사, 석사, 박사

지봉준 │M&A DD, 투자타당성 검토, 성장전략│
University of Maryland -Compute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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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We’ll Help You
Sharpen Up Your English !
34

INTRODUCTION

신입생 영어 학습
강화 프로그램
English Immersion Program

Career Development

•대상 :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의 수시전형 합격생 중, 영어소양 발전의 필요를 느끼는 학생
•프로그램 내용
1) English Class : 전체 참가 학생들을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
- Conversation
- Reading Comprehension
- Writing
- Presentation & Discussion
- Reading / Listening & Discussion, Current Events and Conversation
- Case Study / Meetings & Presentation
- Movie and Discussion
2) Team project and competition
3) 프로그램 참가비 및 기숙사비는 무료

Clubs

ENGLISH IMMERSION SEMESTER (EIS) 과정

영어 학습 강화 프로그램

•국제경영인으로서의 기본 소양 및 비즈니스 영어능력 함양을 위한 영어 집중 향상 학기 과정
•1학년 1학기 정규학기 (18학점)
1) Listening and Speaking for Achievement – 12학점
2) Writing for Success – 3학점
3) Reading for Enrichment – 3학점

SECTION SYTEM- ADAPT Class 운영
•For Spring freshmen (Regular students) only:
- Randomly assigned to three sections, A, B, & C.
- Take the same class throughout the 1stsemester
•Section House will be given to each section
•Section Advisor for each section

모집요강

- “Mentor” throughout your first year!
•“ADAPT class”(Academic advisor, prof.ErinMcvay) every Friday
- For helping your soft-landing to SolBridge! (many fu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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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선 ┃벤틀리대학교 교환학생┃
안녕하세요, 솔브릿지 재학생 임지선입니다. 제가 솔브릿지에 재학하기로 한 이유 중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시야를 넓혀 제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학 생활을 돌이켜보면, 3학년 1학기 때 다녀온 미국에 있는 벤틀리 대학교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정말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13시간
거리에 있는 타지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그 기분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예상과는
다르게 기댈 곳 없는 타지에 혼자라는 생각에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 완벽하게 적응해 꿈에 그리던 미국 생활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마음이 잘 맞는 룸메이트를 맞이하게 되었고, 덕분에
미국만의 대학 생활, 식생활, 파티문화 등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실생활 영어 대화를 계속해서 듣고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혼자 되뇌며 저의
영어 실력은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또한, 미국 대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방학, ‘spring break’ 기간에는 혼자 Miami, Disney world, Universal Studio를
여행하며 오롯이 저의 행복에 집중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저에게 안겨준 가장 큰 교훈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하는 모든 일이 저에게 도전이었고 그것들을 실행했을 때의 성취감은 저에게 높은 자존감을 심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생기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처음엔 낯선 곳에서의 대학 생활을 주저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좋은 기회에 도전하신다면
솔브릿지 학생들은 꼭 잘 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최유진
“솔브릿지국제경영학부에서는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과 공부하여 글로벌시장에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역량을 기를수 있는 곳이다.”
Q 솔브릿지에 지원한 이유?
A 글로벌시장이 주목 받고 있는 만큼 저는 경영에 대한 지식은 물론 글로벌 역량을 쌓고 싶었습니다.
솔브릿지는 차세대 아시아 리더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는 점이
제가 발전하는 데에 큰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되었습니다.
Q 영어 수업이 부담스럽지는 않았나?
A 솔브릿지는 영어캠프, IEPS등과 같은 영어보조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가추어져 있어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영어 수업을 따라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졸업 후 진로는?
A 저는 솔브릿지와 맥쿼리대학교가 진행하는 2+2 복수학위 과정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학교에서
졸업장을 수료한 후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서 마케터로서 일하고 싶습니다.
Q 수험생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A경영에 관심이 있고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과 수업하며 경험을 쌓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정말 최적의
학교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 토론식 수업을 통해 제 영어 실력을 증진할 수 있었고
저명한교수님들과 기업 특강을 통해 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와 같은 포부를
가지신 분들이 입학하신다며 후회하지 않는 생활을 하실거라 장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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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예지 ┃2014학번, 국제경영┃
뷰매진, 전략매니저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드론을 결합하여 인프라 시스템의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에서 전략 매니저
(Strategy Manager)로 일하고 있다. 유학경험이 없는 이들에게는 솔브릿지 진학 자체가 해외 유학이다. 물론 언어적인 문제로 첫 학기에 수업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교수님들과의 상담에, 교양과목(스피킹, 라이팅 등 다양)을 수강하며 영어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4학년 때는 영어로
대화하는 것은 물론 프레젠테이션도 잘 하는 학생이 되었다. 또한, 교환학생, 미국 워싱턴 학회 참가, 실리콘밸리 기업 견학, 중국, 태국 등의 인턴십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에 참가에, 다양한 국적의 학생과 함께한 교내 활동과 토론 동아리와 컨설팅 동아리를 통해 실력을 늘릴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과 넓어진 시각에 힘입어,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약 2년 동안 스타트업 창업을 하여 대표로서 사업을 운영해 보기도 했다. 사업개발에는 Business Model, 시장 조사 등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학교에서의 Case Study를 통한 여러 기업 분석 경험과 컨설팅 동아리에서 실제 대기업(S사)에 비즈니스 제안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 결과 정부지원사업에 2회 선정되어 총 6천만원 상당의 자금을 운영도 해볼 수 있었다. 신입 채용인데 경력을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은 많은 취준생을
힘들게 한다. 그러나, 솔브릿지에서의 경험은 우리의 장점을 크게 어필할 수 있게 한다. 나의 경우는, 단순히 외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교제에서 체득한 글로벌 관점을 강조했고, 인공지능 학회 발표 경험, Research Assistant를 통해 터득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과 배경지식, 그리고 다양한 해외
인턴십 경험을 통해 회사 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이해가 높다는 것을 강조했다. 만약 자신의 자기소개서에 글로벌, 다양한 경험, 경영 지식 키워드를 넣고 싶다면,
솔브릿지를 적극 추천한다.

조재희 ┃2014학번, 국제경영┃

한지민 ┃2015학번, 마케팅┃

태광그룹 티시스아이티 ERP/SAP담당

서울대학교 MBA졸업 /
University of Iowa박사과정 재학

솔브릿지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환학생이나 인턴십
등의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여타의 대학들은 기회가 많지
않을뿐더러 솔브리짓지 만큼 좋은 대학이나 회사와 파트너를 맺고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불필요한 스펙에 목을 맬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했던 여러가지 다양한
경험과 교환학생으로 다녀왔던 것, 인턴십 경험들이 우리가 본격적인 취업을
준비할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경험을 높이 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취준생들이 이러한 자기 나름의 스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경험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 솔브릿지에는 솔브릿지
학생들만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이러한 기회를 최대 많이 이용했으면 하면서 성장하고 자신의 꿈으로 한 발짝
더 다가 갔으면 좋겠다. 나는, 현재 태광그룹 티시스아이티 회사에서 sap erp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있다. IT분야이지만 비즈니스 전산 시스템으로 경영을
전공했기에 아주 동떨어져 있는 직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IT전공이
아니라도 교육을 받으면 개발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차후 취업 준비할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솔브릿지에서 경험한 다양성이 이러한 두려움도
많이 떨치게 한 것 같다.

돌이켜보면, 솔브릿지에서 참으로 많은 혜택을 누린 것 같다. 1학년때부터
영어토론 동아리 (Solbridge Debate Society)활동을 열심히 하며, 다양한
국내외 토너먼트에 참가했고, 그 과정 속에서 만난 여러 재능 있는 친구들의
자극으로 활력 넘치는 캠퍼스 생활을 하는 원동력을 얻었다. 우리 학교는
대전에 위치 하고 있지만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 100프로 영어 강의 환경
등으로 글로벌 시대에서 요하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시키는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또한 다른 종합대학과 달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솔브릿지에서는 교수님들께 자문을 구하기 훨씬 쉬운 환경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응원의
말씀도 아끼지 않으셨던 감사한 기억이 난다. 이에 더하여 성적 우수자에게
수여하는 장학금 외에도, 여러 국제 대회 참가시 다양한 펀딩의 기회들이
제공되어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한다. 나 역시 학교가 펀딩해준 학회에
참여하고 논문이라는 것을 처음 접해본 후, 강력한 흥미를 느끼게 되어, 그
경험을 기점으로, 이후 대학원 진학, 박사 유학의 길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솔브릿지에서 주어졌던 다양한 기회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 역시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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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신입생 장학제도
장 학 금 유 형

장 학 금

외국어

영어

등록금 100%

영어

독일어

불어

글로벌
인재장학
등록금 50%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솔브릿지
인재장학

수능성적
우수자

시 험 종 류

기 준 점 수

토익

970

토플

110

텝스

938(990점 만점) / 553(600점 만점)

IELTS

8.5

토익

900

토플

99

텝스

838(990점 만점) / 477(600점 만점)

IELTS

7

SNULT

60

FLEX

750

Test DAF

수준 3

Goethe Zertifikat

B2

SNULT

60

FLEX

750

DELF/DALF

B2

SNULT

60

FLEX

750

TORFL

1단계

SNULT

60

FLEX

750

HSK(신)

5급 / 210점

SNULT

60

FLEX

750

JPT

750

JLPT(신)

N2 / 150점

SNULT

60

FLEX

750

DELE

B2

등록금 100%

5학기 영어 과목 평균 1등급 이내 (졸업생은 6학기)

등록금 70%

5학기 영어 과목 평균 1.5등급 이내 (졸업생은 6학기)

등록금 50%

5학기 영어 과목 평균 2등급 이내 (졸업생은 6학기)

등록금 100%

수능 영어가 1등급 이내이면서 국어, 수학, 탐구 중
2개 영역 합이 3등급 이내(탐구영역의 경우 1과목)

등록금 70%

수능 영어가 2등급 이내이면서 국어, 수학, 탐구 중
2개 영역 합이 3등급 이내(탐구영역의 경우 1과목)

등록금 50%

수능 영어가 2등급 이내이면서 국어, 수학, 탐구 중
2개 영역 합이 3.5등급 이내(탐구영역의 경우 1과목)

Asian Thought Leader장학

등록금 100% ~ 30%

솔브릿지 주최 대회 장학

수여증서 기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잠재능력이 큰 학생으로 신입생 장학위원회에 선발된 자
솔브릿지가 주최한 각종대회에서 입상한 팀

※ 신입생 장학금은 입학시 최초학기(1학년 1학기)에 한하여 지급하며, 이후 학기부터는 솔브릿지 재학생 장학금 지급 규정에 준하여 적용.(단, 8학기 이상 초과학기는 제외)
※원서접수 시 모집요강 또는 입학 홈페이지 자료실의 ‘외국어성적 우수 장학생 신청서’ 및 ‘신입생 경시・경연대회 입상자 장학생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후 제출한 경우 불인정) 충원합격자도 장학기준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급.
※ 수능성적 우수자 장학은 정시모집 선발자 중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급.
※ 공인외국어 성적은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취득한 성적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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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일정 계획
1.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구분

기간
2021. 7. 5(월) ～ 7. 09(금)

면접고사

2021. 7. 16(금)

합격자발표

2021. 7. 21(수)

•접수마감일 17:00까지

INTRODUCTION

원서접수

비고

•제출서류 마감일 : 07. 15(목)

2. 수시모집
구분

기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2021. 9. 10.(금) ～ 9. 14.(화)

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합격자발표

•종합Ⅰ
•종합Ⅱ

2021. 10. 20.(수) 10:00

학생부교과

•일반Ⅱ
•자기추천

2021. 10. 22.(금) ～
10. 23.(토) 중 택일

학생부종합

•종합Ⅰ
•종합Ⅱ

2021. 10. 25.(월) ～
11. 01.(월) 중 실시

Career Development

원서접수

비고
•접수마감일 19:00까지
•제출서류 마감일 : 09. 16(목) 17:00까지

•본 대학교 홈페이지

•09:30 ~ 12:00
•13:00 ~ 17:00

합격자 발표

2021. 11. 12.(금) 10:00

합격자(문서) 등록

2021. 12. 17.(금) ～ 12. 20.(월)

•1단계 서류평가 합격자 발표 후 2단계 개별
면접일자 홈페이지 안내
•본 대학교 홈페이지
•2021 12. 20.(월) 16:00 마감

발표

2021. 12. 21.(화) ～ 2021. 12. 27.(월) •추가합격 발표는 2.27(월) 21:00까지

등록

2021. 12. 21.(화) ～ 2021. 12. 28.(화) •등록마감은 12.28(화) 16:00까지

최종 합격자 등록

2022. 2. 9.(수) ～ 2. 11.(금)

구분

기간

영어 학습 강화 프로그램

추가
합격

Clubs

면접
고사

•본 대학교 지정 은행

3. 정시모집

전형기간(나군)
합격자발표
합격자등록기간

모집요강

원서접수

비고

2021. 12. 30.(목) ~ 2022. 01. 03.(월) •원서 접수 기간 중 3일 이상
2022. 01. 14.(금) ~ 21(금)
2022. 02. 08(화)
2022. 02. 09(수) ~ 11(금)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 2022.02.20.(일)
•미등록 충원 등록마감
- 2022.02.21.(월)

※ 위 입학전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본 대학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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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1.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수시모집

정시모집

구분

일반전형Ⅱ
(학생부교과)

자기추천
(학생부교과)

종합I(서류형)
(학생부종합)

종합II(면접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수능위주)

종합-면접형
(학생부위주)

합계

모집인원

30명

15명

10명

25명

0명

0명

80명

서류평가 100%

① 1단계(5배수) : 서류평가 100%
② 2단계 : 1단계 성적 60% + 심층 면접 40%

수능100%

서류심사 60%
심층면접 40%

-

전형요소

학생부성적 70% + 면접 30%

2.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수시 - 학생부 위주(교과)
전형
일반Ⅱ

지원자격
202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검정고시 출신자도 지원 가능.

전형

자기추천

구분

지원자격
공통 지원자격
202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및 고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서 본 대학교에서 정한 아래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검정고시 출신자도 지원 가능함.
지원유형
① 자기추천자

지원자격
・ 모집단위 관련 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가진 자로서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

② 선효행및봉사활동수상자 ・ 각급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선, 효행, 봉사부문 표창을 수상한 자 (상장수여자의 직명을 기준 - 고등학교장 수상포함)
③ 다자녀가구의자녀

・ 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자녀

④ 공무원등의직계자녀

・ 부 또는 모가 현재 공무원, 교사, 군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의 직계자녀

⑤ 직업군인자녀

・ 부 또는 모가 현재 직업군인으로 근무 중인 자의 자녀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능력 우수자로서 일정 자격 이상 취득자 (외국어 및 사무능력 검정 자격 기준을 적용함)
영어능력

⑥ 외국어자격취득자,
학생임원역임자

TOEIC

TOEFL(IBT)

550점 이상

63점 이상

일본어능력

중국어능력

G-TELP

TEPS

JLPT

JPT

HSK

3단계 이상

450점(990점 만점) /
240점(600점 만점)

N5 이상

400 이상

3급 이상

・ 전교회장, 부회장, 학급반장, 학급부반장, 기타 임원 역임

자기추천

⑦ 다문화가정자녀

・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⑧ 창업특기생

・ 고교활동 중 창업경진대회에 입상해 수상한 자 또는 창업 관련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

⑨ 만학도

・ 고교졸업자로서 만 30세 이상인 자(1991. 12. 31 이전 출생자)

⑩ 국가보훈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외)손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8호(단, 제10호 제외), 제73조(6.18자유상이자), 73
조의2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⑪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⑫ 특성화고교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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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 수습(권)자 및 자녀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 5조의 2에 의한 지원대상자

・ 특성화 고교 졸업(예정)자 및 일반계고교의 전문 과정을 이수 한 자 중 본 대학에서 정한 동일계 기준학과에 해당하는 자

▣ 제출서류
구분

재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 받아 일괄 선택 적용함.
※ 학생부 전산자료 사용을 동의하는 자에 한하여 가능.
따라서, 전산자료 사용을 동의하지 않는 자 및 학생부 온라인 제공을 하지 않는 해당 고교 지원자들은
학교생활기록부 1부를 서류 제출 기한 내에 대학교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함.

2013. 2월 이전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A4규격으로 제출)

자기추천자
선효행 ・ 봉사활동수상자
다자녀가구의자녀

・ 자기추천서 1부(온라인 입력)
・ 상장 사본 또는 수상실적 증명서 1부 (1부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재직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직업군인자녀

・ 재직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학생임원 역임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A4규격)
・ 임명장 사본 1부 (1부만 제출)

다문화가정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혼인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의 국적확인서류 1부

만학도

Clubs

창업특기생

Career Development

공무원등의직계자녀

외국어자격 취득자

INTRODUCTION

지원자
공통

2014. 2월 졸업자
∼2022. 2월 졸업예정자

・ 창업경진대회 관련 상장 또는 창업 관련 활동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국가보훈대상자

・ 각 해당 증명원 1부 (국가보훈처 발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교 모집요강 참고

특성화고교졸업자

・ 본교 모집요강 참고
영어 학습 강화 프로그램

※ 원본 또는 각 발행기관의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검정고시 합격자 중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제출.

▣ 수시 – 학생부위주(종합)
전형

지원자격

종합Ⅰ
(서류형) /
종합Ⅱ
(면접형)

・ 국내 고교졸업(예정)자 및 해외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로서 자기 교육
목표가 뚜렷하고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 ※ 검정고시 출신자도 지원 가능.

지원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폐지)
※ [필수] 해외고교 또는 검정고시 지원자 : 자기추천서

모집요강

지원자격

▣ 정시 – 수능 위주
전형
일반

지원자격
202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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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 – 학생부위주(종합-면접형)
전형

지원자격
국내 고교졸업(예정)자 및 해외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본 대학교에서
정한 아래 지원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지원자격

종합
(면접형)

① 영어교과성적 우수자 : 모든 영어교과 중 2등급 이내인 과목이 한 학기 이상
② 외국어 / 국제 전문교과 이수자.
③ 해외 고교 졸업(예정)자.
④ 검정고시 영어 과목 90점 이상인 자.
⑤ 자기추천자.
- 지원학과에서 제시하는 자기추천서 2개 항목의 질문에 답변이 가능한 지원자.
(1)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에 자신을 추천하는 이유는?
(2)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의 4년간 학업이 10년 후 자신의 미래에 어떻게 도움이 되며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지 설명
⑥ 기타 각종 특기/적성이 있는 자 :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중에 국제화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특기,
적성 혹은 능력을 가진 지원자

지원요건

※ 초・중・고의 학제가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국내 정규고등학교 학제를 기준으로 하여 각 해당국별 학제 및 학기 등을 판단하여 고려함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폐지)
※ [필수] 해외고교 또는 검정고시 지원자 : 자기추천서

지원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의 사본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우리 대학 입학처에 원본 제시 후 접수 담당자의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야 하고, 영어로 된 서류의
한글 번역(혹은 번역공증본)은 필요 없음. 또한, 서류 미비 및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자기추천자로 자기추천서를 작성하는 대상자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기재.
※ 공인외국어 성적은 성적소지자만 제출(입학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취득한 성적만 유효)
※ 전형별 복수지원 가능 (일반전형II, 자기추천, 종합I, 종합II 동시에 지원가능)
※ 해외고 출신자는 초·중·고 학제가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국내 초·중·고 정규 학제를 기준으로 각 해당국별 학제 및 학기 등을 판단하여 고려함.
※ 수시모집 최종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함.
※ 정시전형 제출서류는 추후 본 대학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입시 결과
학생부 교과 [ 일반II ]
(학생부 70% + 면접 30% / 7과목 반영)

학년도

21

모집
인원

경쟁
률

26

3.9

학생부성적
(본교 산출 기준)

전과목

평균

70%

100%

평균

100%

3.8

4.7

5.4

4.8

6.8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II

학생부 종합 [ 잠재능력우수자 I ]

학생부 종합 [ 잠재능력우수자 II ]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 학생부 50% + 면접 50%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 학생부 50% + 면접 50%

후보
순위

모집
인원

지원
인원

47

19

4.2

학생부
성적
평균

5.7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27

7

4.6

5.7

학생부교과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I

학년도

100%

70%

평균

경쟁률

학년도

평균

경쟁률

19

5.4

4.1

3.3

4.5

19

5.4

3.9

20

5.3

4.0

3.5

5.0

20

5.5

3.5

21

5.4

4.7

3.8

3.9

21

5.7

4.2

21년

21년

20년

20년

19년

19년

4등급

3등급
평균

후보
순위

70%

100%

5등급

6등급

5등급
평균

※ 전형 중 모집인원이 많은 일반Ⅱ(최종등록자 기준), 잠재능력우수자(1단계 합격자 기준) 전형의 성적만을 추출한 자료입니다.
※ 일반Ⅱ전형은 7과목, 잠재능력우수자 전형은 전과목 평균입니다.
※ 위 입시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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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후보

평균

14

Why SolBridge?
Vision유학반
INTRODUCTION

・ Dual Degree 및 해외대학 석박사과정 진학
•한*민(서울대학교 경영대 석사–University of lowa 마케팅 박사과정 진학)
•*준우(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경영대 석사–University of Tennessee 박사과정 재학 중)
•*델레나(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영대 석사–University of Georgia 경영대 박사과정 재학 중)
•서울대 경영대학원, 고려대 경영대학원, 연세대학교(international studies), Nagoya University, KAIST 등 졸업생 다수 재학중

Career Development

세계 25개 대학에서의 복수학위(2+2, 3+1 Programs)
・미국 SUNY, Bentley University, Macquarie University, BI Norwegian Business School,
BFSU, KEDGE Business School France,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Carleton University 등 해외 연계 대학 최다 보유

64개국 학생들의 글로벌 교육현장
・ 외국인 교수 비율 : 79%
・ 외국인 학생 비율 : 70%

Clubs

SolBridge Debate Society & Negotiation
・ 2021 Asian English Olympics Competition, 2020 세계대학생토론대회 등 국제,
국내 토론대회 다수 우승 및 최고연사상 수상

Social Startup 창업
영어 학습 강화 프로그램

・ Entrepreneurship 기반 창업 지원 활동

JOB자! 취업 프로그램
・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의무채용 확대(30%)
┃한국수자원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코레일테크 등 130개 기관┃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솔브릿지&네모 파트너스 산학협력

Challenge Curriculum SolBridge BBA 2.0
모집요강

・ EIS(English Immersion Semester) 학기(1학년 1학기) 운영
・ SECTION SYSTEM(ADAPT Class) 활동
・ SolBridge Career Track System 운영

43

Korean.solbridge.ac.kr

300-814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128
Tel. 042 630 8846 Fax. 042 630 8840
E-mail. apply@solbridge.ac.kr
Website. korean.solbridge.ac.kr
Facebook. https://www.facebook.com/SolBridgeI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