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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어과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 취업을 위한 준비 STEP 1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으로 필기 및 면접전형 강화 

직무기술서를 통한 역량(지식, 기술, 태도) 파악하여 사전 준비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 면접(실무진면접, 인성검사 등)  

2차 면접(임원면접)  최종 합격 

 기관 및 기업 파악 : 알리오(www.alio.go.kr) 

  직무파악 : NCS 및 학습모듈(www.ncs.go.kr), 직무기술서

- 직무능력보완 : 지식 ,기술, 태도 등 확인 (이러닝 활용 및 우대 자격증 

준비)

 직업기초능력 파악 (www.ncs.go.kr)

 경력 및 경험 정리 : 대외활동, 교내활동, 아르바이트, 인턴 등 

  필기시험 : 각 기관별 시험준비 (전공시험, 논술시험, NCS 

직무수행능력평가, NCS직무기초능력 등)

 면접준비 : NCS 면접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면접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 지방공기업(cleaneye.go.kr 

- 직영기업,지방공사,공단)/협회

사기업

채용동향 파악  직무 설정 및 탐색  구직기술 함양  

산업 및 기업분석  지원 (서류 및 면접전형)

 채용동향 : 직무역량중심 및 적합성 파악 (채용설명회, 직무특강 등)

  직무설정 : 전공, 적성, 경험 점검하여 직무설정 및 직무탐색

 구직기술 : 자소서, 면접, 필기시험 준비 (1 : 1컨설팅, 취업스터디 등)

  기업분석 :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산업 및 기업특성 이해, 

사업방향, 경쟁사 등 SWOT 분석

외국계 
기업 

 지원 직무 결정  서류 준비  채용정보 검색  

지원 (서류 및 면접전형)

 서류 준비 : 레쥬메, 커버레터 준비 (수시채용 대비하여 평소 준비)

  채용정보 검색

 indeed. com : 기업명, 직무명으로 검색

 피플앤잡 : 외국계 기업 및 헤드헌팅

 Linkedin : SNS ,프로필 작성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각종 취업사이트 및 카페 : 잡코리아, 사람인, 스펙업, 외취성 등

 기업정보 : “회사명” 뉴스 검색(회사의 현 상황 및 향후 방향, 비전파악)

 면접 : 영어회화 및 해당 외국어 실력 검증 (소통능력)

 기업유형별 전형 준비

취업을 위한 준비  STEP 2

  ▒▶▶ 자기분석 : 경험정리 (예시 : 시기별 경험정리)  

 ▒▶▶  요구되는 직무역량 확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경험/자격증/교육 

  예시   해외영업 직무

 국제감각 및 어학능력 : 코트라 해외 무역관, 인턴십 제도, 재외공관(국제교류) 등 해외체류 경험

 도전정신 : 목표한 바를 성취한 경험, 버킷리스트 달성 등 

 대인관계력 : 동아리 등 조직에 소속되거나 3인 이상의 단체로 활동한 경험, 대내외 활동 경험

 의사소통력 : 각종 아르바이트, 국내·외 현장실습 제도, 팀 프로젝트 등 경험

 정보수집 활용력 : 전공 프로젝트, 과제수행, 업무 시 정보 수집 및 분석 활동 등

 분석력 : 기업분석 경진대회참가 등 

 자격증 :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공인어학점수(영어 및 해당국가 언어)

 교육 : 전공 및 교양과목 수강, 청년취업아카데미 글로벌비지니스 해외영업 전문가 과정 등

 ▒▶▶  기업 분석

 해당기업 :  인재상, 핵심가치, 사업방향, 비전, 재무제표, 보도자료, 채용설명회, 현직자 인터뷰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 

(참고 : 각 기업 홈페이지/채용 홈페이지/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네이버 잡앤 등)

 산업분석 :  산업보고서, 최근 이슈, 업종 트렌드, 경쟁업체 등 파악

(참고 : LG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  직무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TIP)
 

 지원직무에서 요구되는 3가지 키워드  쓰기

공통역량보다 직무역량에 집중하고 3가지 키워드만 선정하여 자기소개서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

 결론  본론  결론 순으로 구성하기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은 잊고 결론부터 말하기. 본론에서 결론을 뒷받침하는 이유, 사실, 

자료 등을 작성하고 다시 결론을 말하되 배운점과 기여점 등으로 다르게 마무리하기

 자신의 경험을 ‘문장화’하기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으로서, 여러 가지 경험 중 지원 직무와 연결해 가장 어필하고 싶은 경험을 

선정하여 역량, 성과 등을 한 문장으로 구성

 ▒▶▶  면접 준비 (TIP)

 예상질문 : 합격 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기반 예상질문 및 답변 준비

 기출질문 : 대면면접(자기소개,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마지막 할 말 등) 기출 질문 및 답변준비

 이슈질문 : 토론면접(사회이슈, 신문스크랩) / PT면접(산업, 기업, 직무, 전공 지식), 상황면접 준비

 모의면접 : 면접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비즈니스 매너를 익히고 질문에 대한 효과적인 답변을 연습,

 피드백 참고

시기 세부 활동 경험 사례 강점(역량)

대학교 
1학년

학과 대표
■ 과대표를 하면서 학과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일
■  학교축제 참가하여 수익 창출

리더십
기획력

대학교
 2학년

서포터즈
■ 음식점 탐방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
■ 새로운 아이템구상 및 팀워크로 수상

정보 수집력
창의력 

 입사지원서 작성과 면접 대비

진로취업지원센터(사이버관 105호)

진로·취업 1 : 1 상담

진로취업지원센터는 다양한 취업 정보와 학생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명확한 진로설정과 준비를 통해 원활한 사회진출 지원

 기업 인사담당자 경력 및 진로 상담가로 구성된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 제공

 진로 상담은 물론 입사지원서 첨삭, 직무분석, 기업 분석, 면접 등 구직역량 강화 상담 지원

 정부 및 지역자치단체의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지원

진로·취업 1 : 1 상담 신청 방법 안내

 1단계  학교 예약

 진로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hufs.ac.kr) 로그인  취업상담  

취업지원관 상담  상담사 클릭  상담희망일 시간 선택  승인 확인

 2단계  위크넷 예약

 워크넷 (http://www.work.go.kr) 로그인  메인메뉴 상단 [청년] 클릭  

               [우리학교 취업지원실] 클릭  [한국외국어대학교] 검색  

               상담예약 클릭  날짜, 상담내용 기재  최종예약

                http://job.hufs.ac.kr . job@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진로취업지원센터

(02450)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관 103, 105호

02)2173-2142~6, 2234~5

8포르투갈어과.indd   1-4 2018. 1. 11.   오후 12:19



전공 소양 전공 심화

루소폰

아프리카지역입문 

포-브라질지역입문

브라질경제입문

포르투갈·

브라질정치의이해

루소폰시장과한국기업 

Ⅰ/Ⅱ(캡스톤디자인)

루소폰지역개발협력Ⅰ/Ⅱ

루소폰지역국제관계

브라질권역별

경제특성연구 

브라질비즈니스법

브라질과라틴아메리카

브라질외국인투자법

▒▶▶  학과 소개

로망스어에 어원을 두고 라틴어를 토대로 발전한 포르투갈어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4,000개의 언

어 중 여섯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1996년 창설된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 CPLP(Comunidade 

dos Países de Língua Portuguesa)를 포함하여 여러 국제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 이르는 세계 4개 대륙에 걸쳐 과거 해상무역제국으로 군림하던 포르투갈(1천만 명)

과 남아메리카의 맹주 브라질(2억 명)을 비롯해, 앙골라(2천6백만 명), 모잠비크(2천6백만 명), 기니비사

우(175만 명), 적도기니(76만 명), 카보베르데(55만 명), 상투메프린시페(20만 명), 동티모르(126만 명) 등 

총 9개국이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배출된 1,329명의 포르투갈어과 졸업생들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무역, 금융, 외교, 언론, 스포츠, 교육 및 연구 분야를 이끄는 주요 핵심인력으로서, 

국내 유수의 관련 분야 기업체, 유관기관 및 학계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  주요 커리큘럼

 1,2학년 : 포르투갈어 사용능력 극대화를 통해 유창한 언어구사력 및 전공 지식 역량 배양을 위한 초

급 및 중급 수준의 기초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3,4학년 : 고급 수준의 포르투갈어 사용능력을 바탕으로 브라질 및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의 심도 깊은 연구 및 학습을 통해 졸업 후 진출 분야에서 포르투갈어권 

지역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졸업 후 주요 진출 분야

대사관, 외무부, 국정원, 경찰, KOICA, KOTRA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한

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 민간 금융 및 컨설팅 

회사, 국내 20대 대기업의 중남미 파트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에는 삼성, LG, 현

대 등 총 120여개의 국내 주요 기업들이 전기·전자, 자동차, IT, 금융·컨설팅, 상사, 섬유·화학·에너

지, 식품, 언론·통신·서비스, 유통·물류, 화장품·의료기기·제약 등 산업 전반에 진출하여 있고, 앞

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 미래 전망은 더욱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과 관련 자격증

  FLEX포르투갈어 :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가 출제하고 연 2회 시행 및 주관하는 시험으로 듣

기·읽기·쓰기·말하기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으며, 정부, 준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및 

학교의 입사, 승진, 해외파견, 졸업 등의 평가 자료로 활용된다.

  CELPE-BRAS : 브라질 교육부가 출제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가 연 2회에 걸쳐 주관·

시행하는 시험으로, IB, IS, AB, AS의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측정되며 전 세계 80개 주관기관에서 시행

되는 대표적인 포르투갈어 어학인증시험이자 졸업 등의 평가 자료로도 활용된다.

  CAPLE : 포르투갈 리스본대학이 출제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가 연 2회에 걸쳐 실시하

는 시험으로, A2, B1, B2, C1, C2의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측정하며 졸업 등의 평가 자료로도 활용된다. 

▒▶▶  해외교류 정보

 해외 유학 : 7+1 프로그램/교환학생 프로그램 / 2+2 프로그램 

 산학 연계형 장기 인턴십 프로그램 : 대학글로벌현장학습 /전략지역전문가 아너스(HONORS) 프로그

램 /KOTRA 해외 무역관 인턴쉽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해외 교류 프로그램 : 방학 단기 해외 인턴십 /현지조사/창·취업 공

모전 프로그램

▒▶▶  학과 학생활동

포르투갈어과 집행부, 조벵스(JOVENS, 포르투갈어 원어연극동아리), 베자(VEJA, 포르투갈어 시사동아

리), 보스(VOZ, 정치·사회 이슈 토론동아리), 포코노믹스(POCONOMICS, 경제실무연구학회), 반데이라

(BANDEIRA, 포르투갈어 원어음악밴드), 반데이란치(BANDEIRANTE, 축구동아리)

포르투갈어과 포르투갈어과를 통한 나의 진로

▒▶▶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 도전정신과 유연함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융합

분야

무역사무원, 해외무역관, 물류관리사, 복합운송주선인, 글로벌소싱전문가, 자재구매사무원, 무역금융사무원, 

광고기획자, 디지털마케터, 매체관리자, 유통관리사, 패키지디자이너, 상품기획전문가, 문화관광해설사, 출판물 기획 및 

저작권 관리자, 법률사무보조원, 영업 및 관리, 탑승수속사무원, 면세상품 판매원, 승무원, 호텔리어, 유학상담사 등

문화

예술

분야

방송콘텐츠마케팅디렉터, 통번역가, 

문학평론가, 문화예술평론가, 

칼럼니스트, 언론사 기자, 

문화예술기획자, 연극비평가, 

공연기획자, 캐스팅디렉터, 

연출가, 무대 및 세트 디자이너, 

다문화코디네이터, 교재 및 교구 

개발자 등

진로관련

학년별 프로그램

학년별 진로 및 취업 목적 설정 및 적합한 교육과정 배치

저학년 진로 세미나 : 구체적인 직업 탐색 및 진로 정체성 확립

고학년 : 구직역량 집중 개발

일반대학원 포어포문학과

인문학적 보편성, 연구, 평론, 콘텐츠의 생산

공통 필수: 기초 토대 및  경쟁력 강화 / 자기 이해 기반 / 진로 탐색 

역사의 보편성 사회적 관계성 개인의 창의성과 융합

포르투갈어권 문학과 예술 포르투갈어권 사회 정치 경제 포르투갈어권 문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언어 능력 배양

기초포르투갈어쓰기, 기초시청각포르투갈어, 초급포르투갈어강독, 초급포르투갈어회화 스크린미디어포르투갈어, 중급포르투갈어강독, 

중급포르투갈어회화, 한-포번역연습, FLEX포르투갈어, 고급포르투갈어회화작문, 포르투갈어통역연습

무역포르투갈어쓰기

포르투갈어 소통 능력 배양

전공 소양 전공 심화

중남미역사와사상

Ⅰ/Ⅱ

포르투갈어

언어학개론

브라질광고와문화마케팅

브라질문화예술산업이슈

브라질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신화소로읽는루소폰문화

현대루소폰문학과사회Ⅰ/Ⅱ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
일반대학원 기타 관련 학과

국제, 지역간 사회, 정치, 경제적 관계의 
조정과 조율, 기획 관리

정치

사회

경제 분야

국제관계전문가, 외교관, 해외공보관, 

국제공무원, 인력교류사무원, 

국제투자사무관리자, 투자분석가, 

국제통상전문가, 국제금융가,

국제NGO전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등 
지역학사

지역전문가
과정

이중전공
석사/박사 

다양한 분야의 연계성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 특정 분야의 심화된 전문성

 지식심화 복수전공 

어문학 / 국제학

정치학 / 경영학

경제학 / 행정학

국제통상학 / 법학

문화예술경영학

언어와공학

언론정보학 등

포루투갈어과 과 내 프로그램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 후

1:1 진로 및 집단상담
신입생세미나
진로설계세미나

직무상담 및 
직무이해교육
1:1 심리 및 종합상담
진로개발세미나
7+1 프로그램
교환학생프로그램
CORE 해외교류프로그램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진로설계세미나
7+1 프로그램
교환학생프로그램
캡스톤디자인
CORE 해외교류프로그램
해외인턴십

4학년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7+1 프로그램 
교환학생프로그램 
캡스톤디자인
CORE 해외교류프로그램
해외인턴십

포르투갈어과 총동문회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
일반대학원 포어포문학과

진로 취업 센터 프로그램

진로탐색 워크숍
직업심리검사 
역량진단검사

1:1 심리 및 종합상담
역량진단검사 II
직무이해교육

직무역량스쿨
취업캠프/기업탐방
창업지원프로그램
창업경진대회

취업클리닉
맞춤취업 컨설팅
채용설명회
취업특강/취업준비반
취업동아리
취업박람회/창업체험
창업컨퍼런스/창업진단

교외인턴
온라인솔루션
창업지원교육
창업가네트워킹
취업 상담 프로그램 운영

전학년 공통

진로취업전담교수제 운영 / 현직 동문 초청 진로·취업 멘토링 특강 혹은 전문가 특강/

창의적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CREATIVE CORE 특강/ 총동문회,재학생 등반대회/

교환학생프로그램/7+1 TO : 리스본, 코임브라, 상파울루, 쿠리치바, 벨루오리존치, 포르투알레그리 각 5명

포르투갈어과 진출 직업

주요직업

대외제휴협력사무원, 해외영업원, 포르투갈어 교사, 외교관, 해외공
보관, 국제공무원, 출입국심사관, 아나운서, 자막제작자, 신문기자, 방
송리포터, 방송프로듀서, 칼럼니스트, 문화예술평론가, 문학평론가, 
유학상담자, 포르투갈어과 교수, 통역사, 번역가, 탑승수속사무원, 면
세상품판매원, 선박객실승무원, 교재 및 교구개발자, 극작가, 동화작
가, 인력교류사무원, 항공승무원, 품질관리 등

■국내외 공공·
민간·교육부문의
여러 직무 선택 
가능

■브라질, 앙골라, 
모잠비크 등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사회 수요가
높아 취업에 
용이함

융합직업

무역사무원, 해외무역관, 물류관리사, 복합운송주선인, 글로벌소싱전
문가, 국제통상전문가, 자재구매사무원, 무역금융사무원, 광고 기획
자, 디지털마케터, 매체관리자, 유통관리사, 방송콘텐츠마케팅디렉
터, 패키지디자이너, 상품기획전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화예술
기획자, 연극비평가, 공연기획자, 캐스팅디렉터, 연출가, 무대 및 세
트디자이너, 한국어 강사, 국제투자사무관리자, 투자분석가, 외환딜
러, 국제금융사무원, 다문화 언어 지도사, 다문화가정 방문교사, 다문
화 코디네이터, 테크라이너, 여행사무원, 문화관광해설사,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호텔리어, 여행상품개발자, 국제 NGO 활동가, 패션디자
이너, 출판물 기획자, 저작권 관리자, 법률사무 보조원, 영업 및 영업
관리 등

최근

취업기업

현황

● 공공부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브라질 & 모잠비크), 한
국가스공사(모잠비크), 한국국제협력단(KOICA)(모잠비크), 한국무
역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IT부문 : 삼성SDS, 온게임엔터테인먼트, 티맥스소프트, 포스코ICT, 
현대오토에버

● 금융·컨설팅부문 : Deloite 안진회계법인, KPMG 회계법인, KEB
하나은행, SC제일은행, PWC 삼일회계법인, 미래에셋자산운용, 미
래에셋증권, 우리은행, 산업은행, 삼성화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
국수출입은행, 현대캐피탈

●  상사부문 : CJ인터내셔널, LG상사, 삼성물산, 포스코대우, 현대종
합상사

●  섬유·화학·에너지부문 : CJ바이오, LG화학, 삼성SDI, 노루비케
미칼, 효성, 한화

●식품부문 : CJ셀렉타, 빙그레브라질
● 언론·통신·서비스부문 : KBS, KT(앙골라), HS애드, 가온미디어, 

이노션, 연합뉴스, 제일기획, 대한항공, 휴맥스
● 유통·물류부문 : CJ대한통운, KGL네트웍스, 유코카캐리어스, 판토

스, 팬오션브라질, 현대글로비스, 현대로지스틱스, 현대상선
● 자동차·철도차량부문 : THN,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넥센타이

어, 다스, 동원금속, 두원브라질, 만도, 서연이화, 서연인테크, 세동
브라질, 신라정밀, 신성유화, 포스코 BSPC, 한국타이어, 화신, 현대
다이모스,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 전기·전자부문 : LG전자(브라질 & 앙골라), LS엠트론, 대우일렉
트로닉스, 이노맥스, 삼성전기, 삼성전자(브라질 & 포르투갈), 서울
전자통신, 하나마이크론

● 철강·건설·엔지니어링부문 : CSP, DMC브라질, KTE, TSE, 대우
조선해양(앙골라), 유도그룹, 현대엠코, 코브라스코, 포스코, 포스코
건설 브라질법인, 한국선급, 한국야금, 한솔(앙골라), 현대스틸, 현
대엔지니어링,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제철, 현대중공업(브라질 & 앙
골라), 현대하이스코

● 화장품·의료기기·제약부문 : 누가의료기, 동아제약, 메디세이, 
바텍브라질, 삼성메디슨브라질, 세라젬브라질법인, 세화도브라질

●기타부문 : 오토닉스, 거진상역, 일정실업

■ 해외진출 
한국기업 
(www.ois.go.kr) 
및
2017년 9월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통계 참조,
브라질 외 기타
포르투갈어권 
지역에 한해 
별도 표기

브라질

&

포르투갈

외국인

투자

기업정보

● 브라질 : 만승이엔지, 자스타, 까시크트레이딩, 노바, 노스포인트 
리서치, 리오그릴, 메가커뮤니케이션, 모닝파젠다, 브라코 트레이
딩 유한회사, 알에이에프, 주식회사 미니파코리아, 코도인터내셔날
주식회사

● 포르투갈 : 샤프게인코리아, 유로텍솔루션, 유니슨이테크, 카야미
디어코리아

■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참조

진로취업지원 로드맵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년별
진로 

취업목표

취업역량강화

직무역량 강화

진로목표 수립 및 진로설계

자기이해 기반 진로 탐색

진로
취업

신입생세미나
진로설계세미나

진로개발세미나 1, 2

 HUFS Career Design 

진로설정과 
취·창업경력개발

매경 경제경영 콘서트
글로벌 기업CEO 특강
진로 및 취·창업 경력개발전략   
HUFS Pathfinder 실전 취·창업 준비전략
여대생 커리어 개발

창업
기업가 정신과 창업 , 창업과 웹 디자인 , 스타트업 전략과 실습, 창업 비전과 역량개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이해, 앙트레 프레너십의 이해, 모의 창업 기획 및 실습
스타트업을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기법

진로취업
및 

비교과 
지원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 아우란트 심리검사

■ 워크넷 
직업선호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

■ 국제학생회

■ UN참전국 
평화캠프 봉사활동

■농촌 및 교육봉사

■ HUFS 글로벌 
봉사단

■ [국립외교원] 
대학생 외교부 
워크숍

■학습자 
역량개발프로그램 
(글쓰기, 스피치, 
EXCEL 활용 등)

■ 학술 DB 이용, 
연구활동 지원 
교육

■ NCS직업기초
역량진단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

■ HUFS CAP 
진로탐색반

■CEO 초청특강 
및 진로특강

■  해외창취업
공모전
해외현지조사
(HUFS Global 
Encounters)

■모의 유엔총회

■ [지자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 현장실습지원

■  재학생 직무체험

■ 산학연계기관 국내 

현장실습

■ KOTRA 해외 

무역관 인턴십

■ 국제문화교류 

인턴십

■ 해외취업설명회

■ 해외취업동문특강

■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 창업캠프

■창업특강

■ 중견기업 설명회

■ 전략지역전문가 

아너스 프로그램

(21개 학과)

■  [교육부]WEST 

프로그램

■  [외교부] 지구청년 

프로그램

■   [한국국제교류재단

(KF)] 글로벌챌린저

프로그램

■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해외사무소 

영프로페셔널

■ 자기소개서 

역량강화 

프로그램

■ 기업별, 주제별 

 스터디 코칭

■ 취업캠프

■ 실전 모의면접 

프로그램

■  NCS기반 

직무적성검사

 교육

■ 기업직무적성 

모의고사 및 

 교육

■  동문초청 멘토링 

프로그램

■  HUFS CAP 

취업준비반

■ 취업스터디

■ 상·하반기 

공채대비 

취업특강

■ 해외취업준비 

지원 프로그램

■ 기업 캠퍼스

리쿠르팅

■ 취업 박람회

■ 기업별 

채용설명회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HR담당자

멘토링데이 

프로그램

진
로·

취
업·

창
업 

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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