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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해외취업 해외연수 호스코

◦ K-Move, 해외취업

◦ 링크 플러스 사업

◦ 청해진 사업

◦ 글로벌 벤치마킹 및 첨단산업 연수

◦ 외국인 국내 유학생 유치 / 지원사업



국무총리 표창장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서

2018년 01월  _

2015년 12월  _

2015년 05월  _

2015년 12월

일자리창출 국가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16-2018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국내유일 해외취업분야

민간알선지원사업 우수기관 재선정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민간알선지원 사업 우수기관 선정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 메인비즈 인증 (제 150102-02987호) 

일자리창출 국가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해외취업 / 인턴쉽부문)

2016-2018 고용노동부선정, 한국고용정보원 인증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해외취업 / 인턴쉽부문, 국내 유일)

한국관광호텔학회 해외취업공로상 수상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및 산업인력공단 정책 반영 리서치 대상 펌 선정

㈜프로액티브러닝  HOSKO는  대한민국  환대산업  (Hospitality)의  인력개발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내  
외  인턴쉽,  해외취업,  헤드헌팅,  링크플러스  사업,  청해진  사업,  외국인  국내  유학생  유치  / 지원  사업과  해외  
어학연수 + 취업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대학과의  산학협동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산업  현장에  배치하고,  자연스런  취업을  이끌어  내며,  또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HR 전문
기관입니다.

안전한 해외취업 우수기관  HOSKO02

Company introduction / 회사소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꿈을 안고 달려왔습니다.

HOSKO는 대한민국 해외취업 대표 브랜드로써, 앞으로도 신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취업처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무사고 원칙

    : HOSKO는 회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2. 직접 관리의 원칙

    : HOSKO는 해외 고용주와의 직접 협약으로 현지를 직접 관리합니다.

3. 신뢰의 원칙

    : HOSKO는 부정확한 직위 / 근무지 / 소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HOSKO 3원칙

03HOSKO 서비스

01

04
02

05
03

06

해외인턴쉽 10~11 Page

HOSKO는 회원 개개인의 커리어를 연구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최적의 인턴쉽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청해진 사업 50 Page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등의 국가에서 IT, 보건, 
의료, 금융, 회계 분야의 양질의 전문 직종 해외 
일자리 연계하여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취업 연계 및 지원. 대학별 디자인 가능 

해외취업 12~33 Page

HOSKO는 해외취업을 위한 양질의 채용사를 
제안하고 회원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50~51 Page링크플러스 사업 34~49 Page

현장실습(인턴) 교육연수(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등), 선진 우수기업 및 대학 
벤치마킹 교육연수, 대학 창업교육을 통합 4차 
산업혁명 대비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양성 프로
그램을 제안합니다. 어학연수  +  취업프로그램 52~53 Page

호스코만의 인증된 우수한 학교의 어학연수 +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취업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학연수 과정을 마치고 귀국
시 호스코가 진행하는 유급인턴쉽 및 세계 여러 
유수의 취업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 지원사업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하고 학업 및 진로 상담과 
안정적인 국내 유학 정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OSKO 회원들을 위한 제공 서비스



HOSKO  is  a  leading  HR  training  and  education  consulting  firm  in  South  Korea.  Our  goal  is  to  provide fruitful  programs  

of  the  highest  quality,  developed  with  the  support  of  university  professors  and  academic associations, offering various 

practical experiences and opportunities in the various industries for students and  job-seekers.  We  have  extensive  experience  

in  the  HR  Management  that  has  provided  us  with  an unparalleled  depth  of  understanding  of  the  industry  and  thus  a  

sound  ability  to  assess  briefs  based  on the individual requirements and specifics of employers in the US and all other countries. 

Such merits have empowered HOSKO and is the driving force behind HOSKO’s competitive edge.

-  2016. 06

-  2015. 06

-  2014. 04

-  2013. 10

-  2013. 04

-  2010. 05

-  2010. 05

-  2010. 01

-  2008. 05

-  2007. 06

-  2007. 04

-  2004. 08

-  2003. 08

Exclusive Recruitment Partner for THE 13 in Macau China

Exclusive Recruitment Partner for the Dusit Thani in Guam USA

Official Recruitment Partner for the Macau Galaxy Entertainment Group in Macau China

Exclusive Recruitment Partner for the Noble House Group in USA

Exclusive Recruitment Partner for the Broadmoor in Colorado springs USA

Official Recruitment Partner for the Hyundai/Kia Motors Associated companies in USA

Exclusive Recruitment Partner for the Fontainebleau in Miami USA

Special Courses for Singapore Employment including the Sentosa Resort World

Official Recruitment Partner for the US Royal Caribbean Cruise Lines in Miami USA

Official Recruitment Partner for the Hilton Int’l Hotels in Japan

MOU with the US FIU Hospitality School in Miami USA

Launching a brand HOSKO, Int’l Job Placement Service

www. hospitalitykorea.com / www. hosko.co.kr

Established Pro Active Learning Inc.

HOSKO

MAJOR JOB PLACEMENT SERVICE HISTORY 

안전한 해외취업 우수기관  HOSKO04

History /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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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d Ph.D. Course for Tourism & Hotel Management at Chongju University in Korea. (2004)

•Completed the Master Course of Florida Int’l University Hospitality School in Florida USA. (1993)

•President of Florida International Univ. Korea Alumni for 6 years.

•Founded Seoul Hilton International Hotel (714Rms) Training Center for external corporates.

•Seoul Hilton International Hotel Training Dept. Head.

•Seoul Grand Intercontinental Hotel, Seoul Ritz Carlton Hotel, Opening member as a Hotel Assist. Manager.

•Turn berry Isle Golf & Resort in Miami, Intercontinental Hotel in L.A.

•Conducted Six Month Education & Training for 80 China Yonbeon Daewoo Hotel Opening Employees.

•Conducted Six Month Education & Training for more than 250 Vietnam Hanoi Daewoo Hotel Employees.

•Conducted education and consulting programs for more than 100 Hospitality industry properties in Korea.

Stevehosko Stevehosko hosko2053

PRESIDENT & CEO, STEVE HONG PH.D.

연혁 / History



안전한 해외취업 우수기관  HOSKO06

안녕하십니까?

HOSKO를  믿고  선택해주신  회원님, 사랑하는  제자를  믿고

맡겨주신 교수님, 자녀분을 믿고 보내주신 부모님, HOSKO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주신 각 기업의 인사관계자와 경영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HOSKO는 노동부가  선정한 해외인턴

취업  부분  국내  유일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  된

바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성원과 해외 현지 채용사 쌍방의 

신뢰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쾌거입니다.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사고  없이  4,000여명의 

회원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신뢰의 HOSKO가 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역으로 여러분이 진출할 시장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HOSKO는  여러분이 세계로  뛰는 발걸음 마다  함께하는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대표경력사항

- 한국호텔관광학회 산학부회장

-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부회장

- 한국조리협회 이사

- 대한기계학회교육부문 이사

- 일자리창출 국가유공 국무총리상수상 / 고용노동부

- 해외취업 공로상 수상 / 한국호텔관광협회

- 인적자원 교육컨설팅 전문위원

(주)프로액티브러닝 HOSKO  대표이사 홍  성  민
경영학 박사

History /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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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10월

9월

6월

3월

1월

11월

1월

4월

4월

3월

12월

8월

6월

5월

3월

9월

7월

4월

1월

8월

1월

11월

1월

8월

4월

12월

11월

2월

12월

8월

8월

2월

2월

1월

1월

12월

5월

12월

4월

3월

10월

7월

미국 프린세스 크루즈 공식 채용사 지정

미국 칼슨 체인호텔 국내 투자 유치사 선정

미국 카펠라 체인호텔 국내 투자유치사 선정

인천시 국제교류센터와 글로벌리더 취업사업 협약

전국 대학교 산학협회 해외취업 프로그램 운영

서울관광고등학교와 MOU 체결

싱가폴 취업 현지특별과정 개설

부산조리사협회 MOU 체결

HOSKO 일본 현지지사 설립

HOSKO 중국 현지지사 설립

고용노동부 선정 / 한국고용정보원 인증 

: 2009-2011고용서비스 우수기관 - 해외취업분야 (제 2008-7호) 

HOSKO 아카데미 교육원 개원 (부산)

㈜HOSKO 부산별도법인 설립

㈜HOSKO 아카데미 교육원 개원 (서울)

미국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공식 채용파트너 MOU 채결

노동부 산하 - (사)한국선진노사연구원 해외 취업지원 센터장 임명

미국 본토 호텔&비즈니스스쿨과 MOU 체결

일본 YMCA 호텔스쿨과 MOU 체결

미국 FIU대학 호텔관광대학과 MOU 체결

아시아 태평양 지역 힐튼호텔 MOU 체결

미국 괌 지역 호텔레스토랑협회 MOU 체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노동부인증 (서울 남부 양천 2005-1호)

HOSKO 해외인턴 / 취업사업팀 신설

㈜프로액티브러닝으로 법인명 변경

㈜PAL KOREA 컨설팅법인

대전광역시 해외취업 지원사업 해외기업 인재채움

프로젝트 운영기관 선정

허벌라이프 관리자 직무스탠다드 교육

제21회 강원도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운영

호주 해외우수혁신대학 해외교수연수 운영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 해외현장실습연수 운영

미국 해외우수혁신대학 해외교수연수 운영

중국 실리콘밸리 벤치마킹 해외연수 운영

일본 스마트팩토리 벤치마킹 해외연수 운영

베트남 해외현장실습연수 운영

민간알선 지원 사업 우수기관 재선정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민간알선 지원 사업 우수기관 선정 : 고용노동부, 한국 산업인력공단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 메인비즈 인증 (제 150102-02987호)

일자리창출 (해외취업) 국가유공 정부포상 -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 선정 / 한국고용정보원 인증

: 2016-2018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 해외취업분야 (제 2015-13호)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및 산업인력공단 정책 반영 리서치 대상 펌 선정

한국관광호텔학회 해외취업공로상 수상

상지대학교 의료관광 특성화 사업 산학교류 협정 체결

마카오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그룹 채용파트너 MOU 체결

JW메리어트 호텔 산학협력 미국 특급호텔 취업 실무연수과정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및 산업인력공단 정책 반영 리서치 대상 펌 선정

교육부 특성화사업 해외취업 프로그램 사업자 선정

아시아 (일본, 한국, 마이크로네시아) 태평양지역

힐튼 월드와이드 (힐튼호텔그룹)와 인재양성 MOU체결

연혁 / History

표창, 인증 및 산학협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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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진행절차

‘HOSKO’ 여야 하는 이유

1. 모든 프로그램 직접 개발, 독점 계약 진행

- 직접 각 국가별 현지 호텔 및 기업을 방문하고, 최고 경영진과의 상호 교류로 HOSKO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HOSKO와의 독점 계약으로 지원자를 출국시키고 있습니다.

- 세계적인 최대 크루즈사들과의 대한민국 국내 채용사로 독점 계약을 통해 해외 취업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HOSKO는 최고의 품격있는 프로그램만을 고집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2. 중간 대행업체가 없어, 별도 수수료 無

- 전 세계 각 호텔의 GM, Chef가 직접 한국 HOSKO로 내방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HOSKO는 각 국가별 현지 대행업체 (Agency) 없이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국 후, 숙소 알선이나 관리에 대한 별도 수수료를 회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중간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 한국에서 직접적인 관리가 불가능해 발생할 수 있는 회원들의 안전문제, 노동착취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HOSKO는 중간 대행업체 없이 직접 협약으로 단 0.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3. Hot line으로 직접관리하는 안전한 현지관리

- 각 국가별 현지 호텔 및 기업 최고 경영진과의 Hot line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HOSKO와 직접 호텔과 연락하기 때문에 안전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 회원들의 출국 이후 현지 호텔 및 기업의 인사팀과 긴밀한 Communication을 통한 현지적응 협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  HOSKO는 연간 일정을 계획하여 현지 프로그램을 직접 방문하여 관리감독하여 실질적으로 회원들의 적응확인과 호텔에서

  요구사항 및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HOSKO는 지난 14년간 3,000여명의 회원들의 프로그램을 담당했고, 출국 회원들의 비율이 남자보다 여자가 높을 정도로 

  HOSKO는 신뢰받고 있습니다.

취업 진로 상담전문가 배정
흥미, 분야, 호텔, 지역 등 상담 진행

개별 프로그램 제안

취업준비 실시
영문이력서 코칭

인터뷰 코칭
모의 인터뷰 진행

국제협력담당자 배정
수속 지원 진행

대사관 면접 교육 지원
비자 발급 지원

출국 전 소양교육 진행
출국 지원

출국 후 Hot line관리 진행

Program / 프로그램



09HOSKO 프로그램

프로그램 / Program

HOSKO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HOSKO는 반드시 합니다.

국내 취업도 쉽지 않지만, 해외 취업 역시 어렵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고, 너무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경험을 위해 무작정 워킹홀리데이를 떠납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 청년들이 외국사람과 이야기 한 번 제대로 못 나눠

보고 시골에서 농장 일을 합니다.

어디에 가서 일하게 될 지 모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으며, 어떤 일을 하게 될 지 모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숙소를 제공 / 알선하고, 보장된 페이를 약속합니다.

AMERICA
JAPAN

GUAM

PHILLIPPINES
HONGKONG, MACAU

UAE, QATAR
KOREA

CHINA

SINGAPORE

VIETNAM

MALDIVES

MYANMAR

THAILAND

하지만, HOSKO는 해외 인턴 /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취업.

여러분의 실제적인 경험을 위해,

앞으로 어떤 것이든 또 이겨낼 그 용기를 위해,

HOSKO는 해외 인턴 /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HOSKO는 출국 이후 문제 발생시에 미국이든 중동이든 직접 방문하여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해외취업 우수기관 HOSKO입니다



2020년, 누구도 예기치 못한 COVID-19 사태로 인해 전세계가 큰 혼란에 빠진 만큼 호스코에도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호스코를 통해 성공적인 해외인턴/ 취업을 꿈꾸고 계셨던 회원님들의 여정 또한 잠시 멈춰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개월이 지나 1년이라는 긴 인고의 시간 끝에 드디어 2021년도부터 회원님들의 출국 여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긴 시간을 묵묵히 함께 기다려준 채용사에서도 호스코 회원님들의 재출국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해외취업 우수기관  HOSKO10

COVID-19 극복

Program / 프로그램

2021.02.10 회원출국

2021.03.04 회원출국

2021.04.14 회원출국

2021.04.28 회원출국

2021.02.25 현지도착 Greetings

2021.03.04 현지도착 고용주픽업

2021.04.15 회원출국

2021.05.07 회원출국

2021.03.03 회원출국

2021.03.08 현지도착 Greetings

2021.04.23 회원출국

2021.05.23 회원 미국 근무사진



11HOSKO 프로그램

프로그램 / Program

COVID-19 백신 접종완료!

끝이 보이지 않는 COVIID-19 대유행으로 현재 전 세계는 COVID-19 백신 생산 및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 다수의 호스코 회원님께서 출국한 나라인 미국에서는 전 국민이 접종하고도 남는 대량의 COVID-19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현지인 이외에 외국인 또한 COVID-19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호스코 회원님들께서는 출국과 동시에 COVID-19 백신 접종을 진행하여 보다 안전한 해외인턴/ 취업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HOSKO 회원들의 미국 알라바마주 COVID-19 백신 접종

HOSKO 회원들의 미국 조지아주 COVID-19 백신 접종 현장 및 확인증

미국 플로리다주 COVID-19 백신 접종 확인증 미국 버지니아주 COVID-19 백신 접종 확인증



안전한 해외취업 우수기관  HOSKO12

대한민국 HOSKO에 직접 인재 요청과 내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MIAMI 최고의 호텔, 폰테인 호텔입니다.

America / 채용정보



13미국 채용정보

어떤 미국을 꿈꾸고 계신가요?
HOSKO는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인정받는 미국사회를 꿈꿉니다.

HOSKO는 세계 최고의 호텔들과의 직접 제휴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여러분의 최고 커리어를 위해 노력합니다.

안전하고 최고의 명성의 호텔들과의 제휴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채용정보 /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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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America / 채용정보

생산라인이 아닌 관리자로서의 커리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인턴십 입니다.

전공에  맞는  직무의  수퍼바이저로서  품질관리나,  생산  운영,  기계설계,  전자설계와  같은

현장에 투입됩니다. 작은 나무에서부터 큰 숲을 볼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미국 대륙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국자동차 협력사에서

여러분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 테네시주 등에

위치한 자동차 및 관련 산업의 다양한 협력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HOSKO



15미국 채용정보

직무정보

1)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및 품질 경영 (Quality Management)

    - 각 공장에서 부품의 품질을 확인하거나 조립의 마지막 공정에서 제대로 조립이 되어있는지 검사 및 개선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품질 경영’은 연구소, 구매, 협력사 등과 협력하여 설계품질, 제조품질, 부품품질 향상을 위해 목표를 제시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역할입니다.

2) 생산 운영 및 관리

    - 공장 내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양산지원, 부품들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기획, 관리하며

      목표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합니다.

3) 기계 / 전자 설계 및 설비

   -  설계부문에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도면화 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최근 이동성의 매체로 인식되었던 자동차가 안전, 편의, IT 융합 기술 요구에 의해서 전자와 IT기능이 추가되어 편의장치를

      가진 생활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적용되는 전자기술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채용정보 / North America



Singapore / 채용정보

안전한 해외취업 우수기관  HOSKO16

마리나 샌즈 베이 호텔의 완공으로 싱가폴의 랜드

마크가 된 호텔로서 전망을 즐기며 수영을 할 수 있는 

57층 스카이 파크는 이미 싱가폴의 명소가 되었습

니다. 화려함 가운데 객실은 최고의 안락함과 안전을 

지향하고 있고 동서양의 멋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그룹은 26개국 41개의 호텔을 

보유한 최고급 체인호텔입니다. 호스코는 한국인 

취업직원의 만족도가 높은 이 호텔에 유능한 인재를 

공급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찬사를 듣고 있으며 한국

인의 근면성과 성실성을 높이 평가 받음에 따라 지속

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7싱가포르 채용정보

HOSKO와 함께하는 초특급 기업체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곳은 현대적 감각과 숲의 환상적 조화 가운데 

럭셔리한 호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카펠라 

호텔 입니다. 호스코는 7년전부터 카펠라 호텔 

임원의 직접 채용으로 우수한 한국인재를 이곳에 

취업하게 하여 투숙객으로부터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과 예술의 중심에 위치한 풀러톤 호텔은 현대

적인 스타일과 개별화된 인적서비스로 고객들로 

하여금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고 있습

니다. 다양한 부서에서 호스코에서 연결한 한국인 

직원이 이 같은 최상의 서비스를 능란히 수행하여 

그들로부터 감사의 편지 등 직무능력의 우월성을 

높이 평가 받는 곳입니다.

채용정보 / Singapore



스위소텔 스템포드와 스위소텔 머천코트는 싱가폴

에서 주요 관광지로 이어지는 중심에 자리한 럭셔리 

인터내셔널 호텔입니다. 이곳은 개개인에 맞는 특화

된 서비스와 편안하고 안락한 접객직원의 정성이 

어우러져 방문객 재투숙률이 높은 곳입니다. 호스

코가 마련한 정예 한국직원을 투입하여 전, 후방 

부서에 고객과 호텔경영층으로부터 찬사가 이어

지는 호텔입니다. 

페어몬트 호텔은 싱가폴 스위스스템포드호텔과 

연결된 최고층 호텔로 전망이 환상적인 곳입니다.

이곳의 야경은 싱가폴의 전체전망을 더욱 아름답게 

볼 수 잇는 곳입니다. 동양의 숨겨진 미소와 정성- 

그 가운데 한국인 직원의 품격있는 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곳이며 호스코는 이를 위해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해외취업 우수기관  HOSKO18

Singapore / 채용정보



싱가폴에 있는 한국인이 개발 또는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외식사업), 패션, 유통, 뷰티숍 등에서 근면 성실한 한국청년

들을 채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취업프로그램은 싱가폴의 문화를 선도하는 한인업체들의 성장과 함께 글로벌 경

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울러 충분한 급여와 자기개발 (어학습득 등)의 시간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업체

마다 각각의 특성에 맞는 지원 (항공비, 체류비 등)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19싱가포르 채용정보

HOSKO는 싱가폴에서의 글로벌커리어를 위해

전문직 채용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정보 / Singapore



안전한 해외취업 우수기관  HOSKO20

Japan / 채용정보

HOSKO와 제휴한 주요 세계적인

초특급 체인호텔입니다.

도쿄베이힐튼

후쿠오카 힐튼

도쿄콘라드

나고야 힐튼

오다와라 힐튼

나리타 힐튼도쿄힐튼

오키나와 인터컨티넨탈

오키나와 매리어트

오키나와 카푸

오사카 힐튼

아시아의 하와이라 불리는 오키나와,
중심지 도쿄, 오사카, 나리타, 나고야.
최고의 설경을 자랑하는 니세코까지.

니세코 힐튼



21일본 채용정보

HOSKO와 함께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키세요. 

일본 주요 채용정보

오키나와 매리어트 / 인터컨티넨탈 / 카푸리조트

아시아의 하와이라 불리는 오키나와는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섬입니다.

HOSKO와 연계된 최고의 호텔, 매리어트와 인터컨티넨날 그리고 카푸 리조트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입지와 최고의 뷰를 자랑

합니다. 일본으로 휴양을 간다고 할 만큼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화보인 오키나와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키세요.

일본 힐튼 인터내셔널

도쿄, 나리타, 나고야, 니세코, 후쿠오카….

일본 내 9개 지점에 달하는 힐튼은 최대 체인 호텔입니다.

힐튼 오사카는 JR 오사카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대형 쇼핑몰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습니다.

도심 속 힐튼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힐튼 도쿄와 힐튼 도쿄 베이가 있습니다.

수 많은 관광객과 다양한 사람들, 각국의 동료들과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겨울 스포츠하면 단연 떠오르는 니세코의 힐튼은 그림과 같은 설경을 자랑합니다.

최고의 슬로프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커리어와 해외 경험, 그리고 겨울 스포츠

까지 한 번에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채용정보 /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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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KO는 홍콩 최고의 레스토랑과 함께합니다.

아시아의 꽃, 홍콩은 천가지 표정의 축제와 식도락의 천국입니다.

세계적인 호텔, 레스토랑, 크루즈의 허브로 관광서비스의 선진국이며, 그에 걸맞는 전세계 

최고의 셰프들이 화려한 도시 홍콩에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메뉴개발, 외식산업 및 체인사업 등 외식업계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곳들입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셰프들이 열정적인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HOSKO는 여러분이 최고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안전하고 권위있는

호텔과,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ongkong / 채용정보



23홍콩 / 마카오 채용정보

마카오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그룹 

“월드 클래스, 아시아의 심장”

 갤럭시 / 리츠칼튼 / JW 메리엇 / 반얀트리 / 오쿠라 

 5성 호텔 (2018년 현재 총 7,000실)

마카오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시아 카지노 호텔로 홍콩계 카지노 업체인 마카오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그룹 이 건설한 

초호화 리조트입니다. 

마카오 카지노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그룹에는 갤럭시, 반얀트리, 오쿠라, 리츠칼튼, JW메리어트 호텔을 포함하고 있는 초대형 

리조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태국의 왕국과 사원 같이 호텔 왕국의 콘셉에 맞게 건설되었습니다. 12,000명의 직원 수와 

스위트룸과 수상 빌라를 포함하여 7,000실의 객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4000㎡ 정도의 스카이 웨이브 풀, 

화이트 샌드 비치, 스파, 50여 개의 레스토랑, 대형 쇼핑몰 등등 구축한 복합리조트호텔 입니다. 

초대형 리조트인만큼 CASINO CUSTOMER SERVICE, FB SERVICE AMBASSADOR, FRONT DESK AGENT 등등의 부서에서 

총 140명의 인원을 뽑습니다. 2015년, HOSKO의 회원분께서 한국인 최초로 갤럭시 호텔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HOSKO는 

여러분의 마카오 호텔을 향한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용정보 / Macau



VIP 방한 

호스코는 중간 대행업체 없이 해외 고용주와의 직접 협약으로 취업처를 발굴합니다. 

해외 고용주 GM, Chef가 직접 호스코를 방한하셔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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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츠칼튼 호텔 총 지배인님 호스코 방한 미국 럭셔리 호텔 & 리조트 그룹의 부사장님, 총괄 쉐프님 방한 

미 국무부 스폰서 부사장님 호스코 방문 

미국 5스타, 5다이아몬드 브로드 호텔 식음료 부사장님 

채용인터뷰 방한 경희대 프리젠테이션 

미국 괌 채용사 총지배인, 인사담당자 방문

미국 폰테인 호텔 Executive Chef 방한 

인터뷰전  프리젠테이션 



방문진단 서비스 / 호스코 현지 인턴관리 
(마카오 / 홍콩 편)

호스코의 직원들은 매년 해외 고용주 방문과 미팅을 통해서 직접 취업처를 발굴하고 

현지에서 일하고 계신 회원님을 방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5방문진단 서비스 



호스코 현지 인턴관리 / 방문진단 서비스 
(미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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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단 서비스 / 호스코 현지 인턴관리 
(미국 편)

27방문진단 서비스 



호스코 현지 인턴관리 / 방문진단 서비스  
(미국 - 한국자동차 실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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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자 / Thanks Card호스코 현지 인턴관리 / 방문진단 서비스  
(미국 - 한국자동차 실행사)

29출국자

미국 자동차 협력 업체 김*현님 

해외에 취업해서 나가면, 처음에는 항상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따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경험과 인맥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실력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도 회원님들에게 최상의 경력개발과 안전한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미국에 출국하신 회원님이 교수님께 보내온 내용중 몇 줄 소개해 드립니다. 

 

..................................................................................(중략)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제 생각과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고민을 한 적도 있지만 

6개월이 되가는 지금 제 인생에 있어서 쉽지않은 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품질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타이어 품질관리 파트로 옮겨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타이어반은 모두 자동화 시스템으로 움직여서 학교에서 

배운 것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저희쪽으로 타이어를 

납품하는 금호타이어나 콘티넨탈, 미쉘린 타이어 회사 사람들과도 만나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도 대부분이 미국인들인 곳에서 

일한다는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인들뿐인 곳에서 

영어를 사용하면서 일을 해야한다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러웠지만 제가 부족

하다고 느끼게 되니 더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는 같이 일하는 미국친구들과도 

장난도 많이 치고 외국인과 접하는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또 이곳에서 지내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고 싶은 여행도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말 휴가때는 남미에 다녀왔습니다. 새해를 페루에서 맞이하고 며칠

전에 돌아왔습니다. ..............................................................(중략)

일본 오키나와 카*리조트 최*석 회원님 

해나이사님 안녕하세요^  ̂오키나와의 카* 리조트에서 인턴하고 있는 최*석입니다! 

언제나 해외생활 할땐 이 곳 현지적응을 핑계로 한국에 연락을 잘 하지 않게 

되어서 연락이 많이 늦은점 죄송합니다^^;;; 

어느 덧 이 곳 카*에서 일한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약 3개월 동안 하우스

키핑에서 일을 하며 여러가지로 배웠고 지금은 객실부서에서 아웃서비스일을 

하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객실부서로 이동한지 언 세달 정도가 되었고 감사

하게도 호텔측에서 계약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 점에 대해 많이 고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모두가 친절하고 역시나 일본 고객들 또한 친절해서 부족한 일본어 실력

이지만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외에는 문제 없이 지내고 있어요ㅎㅎ 

제가 오기 이전에 있었던 민정이라는 분도 이야기를 하도 들어서 원래 알던 

친구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한국에 휴가로 한 번 들어갈 계획이었지맘 여러 사정상 미뤄지다가 결국은 

이번 계약 기간 동안에는 계획이 없게 될것 같아요ㅠㅠ

마성의 오키나와..... ㅋㅋㅋ

 

이 곳에서 영어도 잘하는 편에 속하고 한국인 고객들도 많이 찾아주어 나름의 

고급인력?으로 지낸답니다 ㅎㅎ 재계약에 대해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카* 한 곳에서 계속 머무는게 좋을거 같기도 하다만 좀 더 큰 세계적인 체인

호텔로 가는것도 좋겠다 싶어 여러가지 정보도 알아보며 지내고 있어요! 

언제나 100%만족하며 지낼 수 없는 성격이다보니 조금 더 좋은 곳이 있을까 

싶기도 하며... ㅎㅎ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내년에 한국 들어

가거나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겠습니다ㅠㅠㅋ 

 

좋은 하루보내시구요! 저는 오후반 출근 준비하러 가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KPG 그룹 사장주관 간바레이션 행사에서 인턴으로는 최초로 Rookie of the year 

(신인)상을 수상하신 최*석 회원님 



미국 초특급 마이애미 폰테인 호텔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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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괌 초특급 호텔 이*영 회원님 

메일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에 온지 4개월이나 지났는데 지금

까지 신경써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하네요 ㅎㅎ

저희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딱히 아픈곳도, 문제 될 만한 일도, 직원들과의 

불화도없을 뿐더러 오히려 다들 저희들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과분할 정도

네요 *^^*

일하는 것 역시 너무 즐겁고 만족스럽습니다! 한국처럼 흔한 직장 내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어서너무너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다만 호텔 특성상 

3교대를하고 있어 야간 근무 하는 시기가 오면 적응하기 힘든 점 빼고는 

다 좋은것 같네요ㅎㅎ

지내고 있는 숙소 역시 너무 편하고 호텔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너무 좋습니다! 

역시 영어도 많이 늘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다들 정말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안부차 저희도 자주 연락 드릴게요!

건강하세요!

Thanks Card / 출국자

2017년 8월 7일 오전 2:15 

오후 4:26

안녕하세요? 미국 마이애미에서 인턴쉽 중인 조*솔 이라고 해요. 

어느덧 7개월차에 접어드는 이곳 생활도 호스코 덕분에 나름 

알차고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대표님을 

비롯한 호스코 모든 분들 언제나 건강하시길 먼 곳에서지만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 

네 불편한 건 따로 없구요.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많은 클래스들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답니다!ㅎ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실텐데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님~!!! 미국 마이애미에서 알차고 즐겁게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저희도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 미국

에서 바쁜 생활을 보내고 계실텐데 먼저 저희의 건강과 안부를 

물어보셔서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신지요? 불편한 것은 없으세요?? ^^ 

이국애서 잘 지내고 계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 

어제 미국 인턴 생활도 절반은 지나가셨네요 남은 기간동안도 

더 알차고 빛나는 경력만들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31출국자

출국자 / Thanks Card

싱가폴 취업 + 연수 프로그램 1기 출국자 정*원님   

1) 참여동기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해외 호텔 취업과 외국생활을 하며 영어 실력을 향상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프로그램에 대해 느낀 점 
싱가포르에서 살면서 느낀점은 싱가포르란 나라는 정말 문화수준도 높고 날씨도 좋고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택시기사님들께서 너무 친절해서 택시를 탈때마다 기분이 좋았

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취업이란게 즐겁고 보람찬 일도 

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도 해야하고 가끔은 외롭기도 했지만 오차드로

드에 있는 하야트 호텔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호텔분들이 잘 챙겨주시고 늘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힘든시간도 잘 버텼고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동료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3) 인생에서 도움이 된 점
8년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싱가포르에 다시 가실 수 있냐고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한다면 저는 

잠시 고민도 하지 않고“yes”라도 대답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1년간 싱가포르의 생활은 저를 

완전히 바꿔 놓았고 제 생활 방식과 살아가는데 있어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

던 것 같아요. 삶의 지혜가 생겼다고 할까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자리 좋은 나라에서의 생활은 

누구든 젊은 친구들이라면 도전 해 봐야 하는 가치 있는 빛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 하고 저 

또한 제가 빛났고 저를 빛나게 살수 있게 했던 경험 이였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에 고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도전해 보셨음 좋겠습니다.

싱가폴 취업 + 연수 프로그램 1기 출국자 바*님     

1) 참여동기
외국에서 경험 쌓고, 영어도 배울 겸 신청 했었습니다.

 

2) 프로그램에 대해 느낀 점 
개인적으로 면접보고 영어공부하고 현지에 적응하기 힘들었을텐데 좋은 발판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3) 인생에서 도움이 된 점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남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갓 대학 졸업한 젊은 분들이 외국

에서의 경험을 쌓기 위해 많이들 오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저는..

싱가포르에 오면서 너무 많은 것 들을 얻었고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과 지인 분들을 

얻었습니다.. 

다시 8년전으로 돌아간대도 저는 싱가포르에 올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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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Card / 출국자

싱가폴 취업 + 연수 프로그램 1기 출국자 - 익명  

1) 참여동기
관광일어과 졸업생으로서 해외취업에 관심을 갖고 호스코의 취업설명회에 

참석,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흥미가 생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프로그램에 대해 느낀 점 
싱가포르라는 다민족 국가의 매력과 싱가포르의 인텔리, 부자들 그리고 극빈

층을 같이 보면서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도 생각해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민족 국가에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과 공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싱가포르 생활 (유학이나 취업이라는 표현보다는 생활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린다 생각합니다)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3) 인생에서 도움이 된 점
무엇보다 1기 동기들과 함께 1년이상 생활하며 친구이상의 관계를 맺은 것과, 

학교에서나 책으로는 잘 알 수 없었던 싱가포르라는 나라와 넓게는 지구촌에 

대한 이해, 직접 겪어보며 내가 그들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되어 함께 

했다는 것.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적 성장의 자양분이었습니다.

싱가폴 취업 + 연수 프로그램 1기 출국자 추억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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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자 / Thanks Card

싱가폴 특급호텔 레스토랑과 베트남 특급 호텔에서 근무하신 회원님      

안녕하세요, 호텔리어 후배님들!

저는 권헌 교수님 아래에서 관광경영을 배우며 호텔리어를 열심히 꿈꾸던 박*희 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의 호텔을 거쳐, 호스코를 통해 용산의 미군기지 호텔과 와 싱가포르, 베트남 특급 호텔에서 근무 후 지금은 뉴질랜드에서 호텔리어 생활을 하였는데, 

제 경험 중에 혹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 호텔 경험을 요약하자면, 저는 서울의 SLA 호텔 (부티크 호텔 프론트)에서 2년간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그 후 서울 5성급 호텔에서 1달간 실습을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용산 미군기지의 드래곤 힐 호텔에서 1년 반 식음료 부서에서 일한 뒤, 싱가포르의 호텔 안 레스토랑에서 4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프론트로 전환하여 1년 근무 후, 작년 10월부터 뉴질랜드의 호텔에서 근무하는 중입니다.

호텔을 선택한 계기는 해외로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함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 나라를 떠돌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제 첫 호텔인 SLA, 서울 로프트 아파트먼트는  직원 5명 정도의 작은 규모의 레지전스 호텔이었지만, 사장님과 직원이 외국인이었고, 체크인, 체크아웃, 예약, 

컨시어지를 포함해서 청소, 가끔은 마케팅등 많은 일들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호텔의 어느 부서에 들어갈 지 고민이 될 때, 이런 

작은 호텔에서 여러 업무를 진행해본 경험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을 전공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제가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난 후 관광산업에 흥미를 느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SLA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호텔로 마음을 굳힐 즈음, 서울 팔래스 호텔의 이그제큐티브 층에서 실습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VIP를 접대하는 층의 프론트 부서였는데, 작은 호텔의 

자유롭고 역동적 분위기에서 근무하다가 100명 이상의 대형 호텔의 엄숙한 분위기를 처음 접했을 때엔 적응이 좀 힘들었습니다. 1층의 리셉션이 전쟁 통에 

가깝게 정신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그때는 그냥 조용한 10층의 플로어가 저하고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고 프론트보다 식음료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국의 호텔보다는 외국의 호텔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해외 호텔 에이전시인 호스코에 등록을 하고 저에게 맞는 공고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미군 용산 기지의 드래곤 힐 호텔에서 사람을 구하는 공고를 보았는데, 레스토랑의 캐셔 겸 호스트 직무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가기 전 잠깐만 일할 

생각으로 들어간 곳이었지만 거의 미국과 다름없는 내부 환경과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너무 친해지는 바람에 적당한 공고가 들어와도 미뤄 버리면서 1년 반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호스코에서 연결해준 곳은 싱가포르의 굿 우드 파크 호텔 안에 있는 시마라는 일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굿 우드 파크 호텔과 레스토랑의 오너가 같아 경력을 

호텔로 인정해주긴 했지만, 일단 호텔 F&B가 아니라서 4개월 정도 일하고 그쳤습니다. 싱가포르는 거의 4~50개에 육박하는 5성급 호텔들이 자리잡고 있는 거대 

호텔지구 입니다. 호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니 좋은 경력을 쌓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고려해봐야 할 장소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6일 

근무체제와 다른나라에 비해 적은 임금, 가끔씩 장시간 근무 하는 환경이 익숙치 않게 느껴져 다른 곳 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스코가 다시 연결해준 곳이 베트남의 반얀트리 리조트 였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무거운 식기를 나르다가 허리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후 다시 프론트로 

전향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추천을 받은 호텔이 이곳입니다. 당시 프론트 매니저가 출장을 가서 호텔 매니저와 면접을 보았는데 SLA의 경력을 상당히 높게 사 

면접의 대부분의 질문이 SLA 관련이었습니다. 리조트에서의 일은 나날이 휴양과 같았습니다. 마치 놀러 와서 동료들과 다같이 파티를 열어 초대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느낌으로 일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쟁터 같은 날도 많았지만 돌아보면 다 그리운 추억이죠.) 제가 있던 지역은 다낭이었는데 물가가 싸서 휴가 때 

근교나 호치민, 하노이로 여행도 많이 떠났습니다. 다낭의 호텔들은 한국인의 투숙율이 한국인 직원이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가끔씩은 절반 이상이 한국인으로 가득 차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인 직원의 경우 훨씬 여러 기회가 열려 있는 편입니다. GM을 모시고 한국인 

게스트 분들과 대화하는 등의 계기로 빠른 승진도 꿈꿀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선 상사의 이름 앞에 Mr.나 Ms.를 붙여 정중하게 영어를 썼던 반면, 여기서는 GM도 격식 없이 이름으로 불리는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고객을 

대하는 태도와도 비슷합니다. 베트남에서는 고객을 섬겼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고객을 챙깁니다. 아시아권에서 손님이 왕이었던 것을 생각해봤을 때 뉴질랜드는 

우리 업장에 들어온 고객들을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챙기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글이 너무 길어지네요. 해외 취업에 뜻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 중 일본인 언니는 나이가 40이었고 영어도 못했지만 베트남에서 1년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 반얀트리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영어를 못하시면 어렵게 기회를 잡아도 막상 들어가셔서 적응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공부하시고,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본인이 원하는 문이 열렸을 때 재빨리 뛰어들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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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KO / 교육사업분야

HOSKO 교육사업분야

글로벌
인재양성 

G1
G2

G3
글로벌
선진국가 
문화체험 

글로벌
산업현장 실습

Global
Career Development

Global
Exchange Culture

Global
Field Training

▷^ 글로벌 현지에서 성공한 기업인들과 실습학생들이 산업 현장

실습(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값진 신뢰와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코칭

▷^ 기본 4주이며, 대학 별 디자인 가능

▷^ 현장실습(인턴) 분야: 미국(자동차/관광/조리), 싱가포르(경영/

언론/IT), 베트남(관광/서비스/조리), 홍콩(경영/언론/서비스/

조리), 인도네시아(호텔/관광) 등

▷^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가를 위한 창업에 대한 이해도 및 

창업 준비과정 교육 지원

▷^ 동기 부여 및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이 가능하도록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대학 별 디자인 가능

▷^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 및 영문 

이력서, 인터뷰 코칭 교육 진행

▷^ 미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마카오,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영국 등 13개국 취업진행

▷^ 글로벌 현지에서 성공한 기업이나 학교를 방문하여 관련 전공 

교수(참여교원)와 학생들이 기업 노하우 및 운영 시스템 습득이 

가능하도록 설계

▷^ 기본 2박3일 이상 이며, 대학 별 디자인 가능

▷^ 벤치마킹 주제: 스마트팩토리, 실리콘밸리, 창업, 교육 혁신, 

인재양성 시스템 등

국내 최초 해외취업 복합 시스템 구축

> 실무 교육, 일자리 제공, 전담 관리, 대학 협력 및 산학협동

▷^ 자사 인증된 우수 해외 학교 어학연수 +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취업의 새로운 기회 제공

▷^ 어학연수 과정을 마치고 귀국 시 자사 유급 인턴쉽 및 세계 여러 

유수의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 대학 별 디자인 가능

▷^ 해외 유학생을 선발하고 학업 및 진로 상담 진행

▷^ 안정적인 국내 유학 정착 서비스 제공

▷^ 해외지사의 교육담당자와 상담사, 사후 관리자를 통해 유학생

과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 형성 

현장실습(인턴) 교육연수

창업 교육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벤치마킹 교육연수 프로그램

어학연수 + 취업 프로그램

외국인유학생  국내유치서비스

▶  G3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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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분야 / HOSKO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목적 및 효과

프로그램 주요 특징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양성 교육연수 프로그램 

◆ 4차 산업혁명 대비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 스스로 자신의 글로벌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학습과 성장기회 부여

◆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꾸준한 자기 계발 가능

◆ 4차 산업혁명 맞춤형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 우수 취창업정보 및 정보 공유의 기회 제공 

◆ 성공적인 자기계발 및 경력 개발

◆ 참여자 개인의 자존감 증진 및 네트워크 형성

◆ 학교 별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대상, 과정, 일정 등 맞춤형 제작 가능

◆ 해외연수의 경우 프로그램 별 해당 국가에 적합한 비자 및 검토방안 제시 

◆ 해외현장실습 교육연수의 경우 국가 및 직종 별 혼합 선택 가능(ex. 미국 라스베가스 관광 분야 2명, 싱가포르 마케팅 분야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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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KO / 교육사업분야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양성 교육연수 프로그램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연수
21세기 선도 글로벌 인재 필수역량 개발 프로젝트

▶  취업준비생 대상 글로벌 인재 육성 교육

*본 프로그램은 대상, 과정, 일정 등 맞춤형 제작이 가능합니다.

ㆍ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글로벌 인재 양성

ㆍ자기주도적 학습과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인재 양성

ㆍ단계에 따른 체계적 학습 프로그램 진행

ㆍ영문이력서 수정, 면접 팁 제공, 

   모의면접 실시, 면접 영상 피드백, 

   멘토링교육 등 

ㆍ해외취업 또는 글로벌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자 

ㆍ글로벌 취업에 대한 이해나 동기부여, 

   도움이 필요한 자

ㆍ참가자 개인의 자신감 및 성공경험 획득

ㆍ글로벌 인재역량 획득

ㆍ대학의 취업률 향상

교육
목적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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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분야 / HOSKO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양성 교육연수 프로그램 

혁신적 기업가 양성 창업캠프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적 기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교육 프로젝트

*본 프로그램은 대상, 과정, 일정, 온/오프라인 등 맞춤형 제작이 가능합니다.

▶  대학(원)생 대상 창업교육

ㆍ창업을 위한 혁신적 사고가 가능한 

   자율적 인재 양성

ㆍ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역량 개발

ㆍ창업 트랜드 이해

ㆍ창업의 의미, 성공요인, 목적 등 파악 

ㆍ해외취업 또는 글로벌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자 

ㆍ글로벌 취업에 대한 이해나 동기부여, 

   도움이 필요한 자

ㆍ성공적인 창업 준비

ㆍ창업 마인드 제고 가능

ㆍ창업가로서의 성장 가능

교육
목적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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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KO / 교육사업분야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양성 교육연수 프로그램 

스마트팩토리 교육 해외연수
4차 산업혁명 선도 인재양성을 위한 산업맞춤형 AI전문가 프로젝트

ㆍ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적 사고가 가능한 

   스마트팩토리 인재 양성

ㆍ스마트팩토리 산업맞춤형 인재 양성

ㆍ스마트팩토리 현황 이해 및 기술 적용

ㆍAI분야 고급 SW인력 개발

ㆍ해당 국가의 산업분야 파악

ㆍ스마트팩토리 현황 탐색 

ㆍ스마트팩토리 실제 운영방식과 

   현장사례 체험

ㆍ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팩토리 관련 

   산업의 미래 전망 탐색

ㆍ스마트팩토리 관련 전공자

ㆍ자동차, 기계, 기술 등 관련 전공자

ㆍ스마트팩토리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자

ㆍ4차 산업혁명 대비 관련 지식이 필요한 자 

ㆍ스마트팩토리에 대한 심층적 이해 가능

ㆍ스마트팩토리 우수 국가의 현황 이해 및 

   적용 가능 

ㆍ혁신적이고 다양한 사고가 가능한 

   융합인재로 성장 가능

ㆍ실제 현장 경험을 통한 실제적 지식과 

   사례 중심의 사고 가능 

교육목적

교육과정

교육대상

기대효과

*본 프로그램은 국가, 기업, 일정 등 맞춤형 제작이 가능합니다.

▶  일본 나고야  스마트팩토리 교육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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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분야 / HOSKO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양성 교육연수 프로그램 

스마트팩토리 교육 해외연수
4차 산업혁명 선도 인재양성을 위한 산업맞춤형 AI전문가 프로젝트

ㆍ실리콘밸리 내 산업 현황 이해 및 

   혁신 기업 모델링

ㆍ산업맞춤형 혁신 인재 양성

ㆍ4차 산업혁명 선도 글로벌 인재 양성

ㆍAI분야 고급 SW인력  개발

ㆍ실리콘밸리의 산업분야 파악

ㆍ해당 국가의 창업 지원 시스템 이해 

ㆍ4차 산업혁명 대비 기업 운영방식과 

   현장사례 체험

ㆍ4차 산업혁명 대비 AI분야 관련 

   산업의 미래 전망 탐색

ㆍAI분야 관련 전공자

ㆍ예비 글로벌 창업가

ㆍ실리콘밸리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자

ㆍ4차 산업혁명 대비 관련 지식이 필요한 자 

ㆍ실리콘밸리 산업에 대한 심층적 이해 가능

ㆍ우수 창업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모델링 가능 

ㆍ혁신적이고 다양한 사고가 가능한 

   융합인재로 성장 가능

ㆍ실제 현장 경험을 통한 실제적 지식과 

   사례 중심의 사고 가능 

교육목적

교육과정

교육대상

기대효과

*본 프로그램은 국가, 기업, 일정 등 맞춤형 제작이 가능합니다.

▶  중국 심천  스마트팩토리 창업 교육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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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KO / 교육사업분야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양성 교육연수 프로그램 

해외대학 교육혁신 벤치마킹 해외연수
4차 산업혁명 선도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혁신 프로젝트

ㆍ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원 연수

ㆍ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원 능력 향상

ㆍ해외 선진우수대학 교육 혁신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모델링

ㆍ해외 선진우수대학 교육 혁신사례 경험

ㆍ4차 산업혁명 대비 대학 별 교육 

   시스템 이해 및 모델링 

ㆍ실제 학교 방문 및 교육자 면담을 통한 

   실제 교육현장 

ㆍ교육 관련 연수가 필요한 자

ㆍ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시스템 관련 

   이해가  필요한 자

ㆍ 타 국가 교육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자 

ㆍ해외 선진우수대학 교육시스템 이해

ㆍ우수 교육사례 접목 및 활용 가능 

ㆍ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개발 가능

ㆍ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교육의 방향성 

   도출

교육목적

교육과정

교육대상

기대효과

*본 프로그램은 국가, 기업, 일정 등 맞춤형 제작이 가능합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벤치마킹교육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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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분야 / HOSKO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양성 교육연수 프로그램 

글로벌인재 참여형 현장실습 해외연수
4차 산업혁명 선도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참여형 실습 프로젝트

ㆍ자율적ㆍ혁신적 사고가 가능한 글로벌 

   산업인재 양성

ㆍ실제 근무 환경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업무능력 배양

ㆍ각 전공 산업분야 전공자

ㆍ관광, 서비스, 경영, 언론,  조리 등 관련 

   전공자

교육
목적

교육
대상

교육
과정

기대
효과

*본 프로그램은 국가, 기업, 일정 등 맞춤형 제작이 가능합니다.

ㆍ해당 국가의 산업분야 파악

ㆍ서비스 관련 현장 실습

ㆍ실제 근무환경 체험 

ㆍ해당 전공의 관련 산업분야 이해

ㆍ해당 국가의 근무환경 이해

ㆍ실제적인 업무능력 향상

▶  베트남 호치민 현장실습(인턴) 교육연수



안전한 해외취업 우수기관  HOSKO42

HOSKO / 교육사업분야

HOSKO 최근 해외연수 및 교육 실적

2018년 1월 강원 소재 대학교 베트남 현장실습 교육연수

2019년 2월 서울 소재 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일본 교육연수

◎ 일      정 : 9박 10일

◎ 목      적 : 베트남 현지 기업 실제 현장실습 및 타 국가 근무 환경 체험 서비스 마인드 제고,

                   해외취업 동기 부여

◎ 대      상 : 대학생 14명(항공운항학과/호텔조리외식경영학과/의료경영학과)

◎ 실습기관 : 베트남 현지 항공 학교, 베트남 현지 초대형 체인레스토랑, 

                   베트남 현지 내과병원

◎ 실제 운영 사진

◎ 일      정 : 3박 4일

◎ 목      적 : 일본 나고야 대표 스마트팩토리 현장 견학

                   스마트팩토리 선두 국가 일본의 산업 현황 이해 및 운영시스템 벤치마킹

◎ 대      상 : 대학생 26명(스마트팩토리 관련 전공) 및 전공 교수 3명

◎ 방문기관 : 최신 스마트팩토리 운영 기업,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 나고야 산업박물관,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시스템 운영 기업 등

◎ 실제 운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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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분야 / HOSKO

HOSKO 최근 해외연수 및 교육 실적

2019년 8월 서울 소재 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중국 창업 교육연수

2019년 8월 서울 소재 대학교 참여교원 교육혁신 대학 벤치마킹 미국 교육연수

◎ 일      정 : 3박 4일

◎ 목      적 : 중국 심천 남산소프트웨어 산업단지 탐방 및 혁신 현장 견학

                   중국 심천 스마트팩토리 견학 및 창의혁신 생산방식 벤치마킹

◎ 대      상 : 대학생 25명 (스마트팩토리 관련 전공) 및 전공 교수 2명

◎ 방문기관 : 창업 인큐베이터 기지, 시장점유율1위 드론 기업, 스마트하드웨어 창업 플랫폼 기업, 

                   전기자동차 기업, 시장점유율 1위 네트워크 통신 기업 등

◎ 실제 운영 사진

◎ 일      정 : 5박 7일

◎ 목      적 : 미국 캘리포니아 우수 교육혁신 대학 방문 및 견학

                   우수 교육혁신 사례 이해 및 교육 시스템 벤치마킹

◎ 대      상 : 공과대학 참여교수 6명

◎ 방문기관 : 미국 혁신 순위1위 대학, 공과대 혁신교육 시스템 운영 대학, 교육협동체 운영 대학, 

                   학생중심 운영대학, 북아메리카지역 연구 선도 대학 등

◎ 실제 운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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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KO / 교육사업분야

HOSKO 최근 해외연수 및 교육 실적

2019년 11월 강원 소재 대학교 대학원생 창업캠프 교육연수

2019년 12월 강원 소재 대학교 대학생 창업캠프 교육연수

◎ 일      정 : 1박 2일

◎ 목      적 : 성공적인 창업 마인드 함양 및 창업 동기부여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

◎ 대      상 : 대학원생 25명(심리학과/ 경영학과/ 외식조리학과/ 사회복지학과)

◎ 실제 운영 사진

◎ 일      정 : 1일

◎ 목      적 : 성공적인 창업 마인드 함양 및 창업 동기부여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

◎ 대      상 : 대학생 40명(전공무관 3개 대학 연합)

◎ 실제 운영 사진



45교욱사업문야

교육사업분야 / HOSKO

HOSKO 최근 해외연수 및 교육 실적

2019년 12월 강원 소재 대학교 싱가포르/호주 현장실습 교육연수

2020년 1월 서울 소재 대학교 인도네시아 발리 현장실습 교육연수

◎ 일      정 : 4주

◎ 목      적 : 싱가포르/호주 현지 기업 실제 현장실습 및 타 국가 근무 환경 체험

                   서비스 마인드 제고, 해외취업 동기 부여

◎ 대      상 : 대학생 7명(항공운항학과/호텔경영학과/경영학과/시각디자인학과/ 영어교육과)

◎ 방문기관 : 싱가포르 현지 해외마케팅 업체, 온라인 마케팅 업체/ 호주 현지 칼리지

◎ 실제 운영 사진

◎ 일      정 : 6주

◎ 목      적 : 인도네시아 현지 초특급호텔 실제 현장실습 및 타 국가 근무 환경 체험

                   서비스 마인드 제고, 해외취업 동기 부여

◎ 대      상 : 대학생 2명(호텔 관련 전공)

◎ 방문기관 : 인도네시아 발리 초특급 7성급 세계 체인 호텔

◎ 실제 운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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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KO / 교육사업분야

HOSKO 최근 해외연수 및 교육 실적

2020년 2월 서울 소재 대학교 참여교원 교육혁신 대학 벤치마킹 호주 교육연수

2020년 11월 제21회 강원도 대학생 창업경진대회&창업캠프 교육연수

◎ 일      정 : 5박 7일

◎ 목      적 : 호주 시드니 우수 교육혁신 대학 방문 및 견학

                   우수 교육혁신 사례 이해 및 교육 시스템 벤치마킹

◎ 대      상 : 공과대학 참여교수 6명

◎ 방문기관 : 호주 혁신 우수대학, 공과대 혁신교육 시스템 운영 대학, 산업체 연계  커리큘럼 운영 대학, 

                   혁신교육 연구 대학 등

◎ 실제 운영 사진

◎ 일      정 : 1박2일(온라인 진행)

◎ 목      적 : 성공적인 창업 마인드 함양 및 창업 동기부여

                   전문가 멘토링 및 모의투자를 통한 실제적인 창업과정 경험

◎ 대      상 : 강원도 창업동아리 60개 팀(전공무관 강원도 내 대학 연합)

◎ 실제 운영 사진



47교욱사업문야

교육사업분야 / HOSKO

HOSKO 최근 해외연수 및 교육 실적

2020년 11월 대학연합 대학생 온라인 창업캠프 교육연수

2021년 5월 강원 소재 대학교 대학생 창업캠프 교육연수

◎ 일      정 : 1박 2일(온라인 진행)

◎ 목      적 : 성공적인 창업 마인드 함양 및 창업 동기부여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

◎ 대      상 : 대학생 20명(전공무관 3개 대학 연합)

◎ 실제 운영 사진

◎ 일      정 : 1박 2일 

◎ 목      적 : 성공적인 창업 마인드 함양 및 창업 동기부여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

◎ 대      상 : 대학생 15명(전공무관 창업 희망자)

◎ 실제 운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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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KO / 교육사업분야

HOSKO 최근 해외연수 및 교육 실적

2021년 6월 대전광역시 해외취업 역량강화 교육과정 프로그램

◎ 일      정 : 2021.06.23. ~ 11.30

◎ 목      적 : 온라인 어학교육 및 오프라인 해외취업교육을 통한 성공적인 해외취업 지원

                   해외취업을 위한 개인역량개발 및 해외취업처 알선

◎ 대      상 : 만 39세 이하 대전 거주자 또는 대전 소재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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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분야 / HOSKO

HOSKO 최근 해외연수 및 교육 실적

2021년 6월 대전광역시 해외취업 역량강화 교육과정 프로그램

◎ 실제 운영 사진



몽골 우수 인재의 
안정적 유치

HOSKO / 청해진 사업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청해진 사업

안전한 해외취업 우수기관  HOSKO50

 • 목적 : 많은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희망하지만 언어나 경력 부족등의 문제로 짧은 준비만으로는 해외진출이 어려우므로 IT 등

  틈새 유망 직종을 중심으로 대학 저학년 때부터 해외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장기 통합지원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대상국가 :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 취업 분야 : IT, 보건, 의료, 금융, 회계,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 등 양질의 전문 직종 

                      해외 일자리 연계합니다.

          또는 다양한 분야가 가능합니다.

 • 대상자 :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K-Move 스쿨 과정 (최종학년 이상), 예비자 과정 (최종학년 이하) 

     대학졸업 후 해외 양질의 취업분야에 취업 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단계적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호스코는 해외 전문자격 취득 프로그램 도입·운영 

     인턴쉽, 기업체 주문형 교육, 맞춤형 어학프로그램, 글로벌 취업현장을 개척합니다. 

     확실한 취업 성공으로 성공적인 청해진사업을 약속 드립니다. 

“HOSKO”는 대한민국 대표 해외 교육 연수 브랜드입니다.

가장 안전한 해외인턴쉽 / 해외취업 기업으로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꿈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유학 / 연수 부분에서도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몽골, 베트남, 중국, 요청 시 기타 국가 학생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입학 서비스 프로그램

 •몽골 현지 지사를 통한 직접 우수 유학생 유치 진행

 •대학 외국인 유학생 담당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입학과정 진행

프로
액티브러닝

몽골 
현지 지사

대 학

 •몽골 현지 지사 설립
 
 •인재유치 안정성 확보

 •현지 예비 유학생 접근성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

 •현지 전문가의 체계적 관리



외국인 유학생 유치 / HOSKO

51외국인 유학생 유치

불체율 0%
 
지난 3년간 저희를 통해 들어온 몽골 유학생은 2018년 65명, 2019년 57명, 2020년 31명, 2021년 33명으로 총 171명

(2021년 3월 기준)입니다.

이 중 불체율로 문제가 된 학생은 0명입니다.

한국에서 공부 하고 안전하게 몽골로 돌아갔습니다. 호스코를 통해서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은 단 한 건의 불체도 없이 

성실하게 학업을 진행중입니다.

몽골 유학생 유치 실적 



HOSKO / 어학연수 + 취업프로그램

실질적인 스펙업!! 호스코가 답입니다

안전한 해외취업 우수기관  HOSKO52

호스코만의 특징 및 장점

모든 프로그램 직접

개발 및 독점 계약 진행

어학연수 전문가 

상담진과 수속 및 출국 후 

지속적 관리 

어학연수 후 귀국 시

100% 유급 인턴쉽

및 취업 보장  

• 중간 에이전트를 끼지 않고 각 국가별 우수한 학교와 직접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 인증된 우수한 학교의 어학연수 +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취업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 각 국가별 최고 전문가 및 수속담당자가 직접 상담 및 비자 수속을 담당해 

     드립니다.

• 출국 이후 지속적으로 카톡 및 메일로 연락 및 관리합니다.

• 어학연수 과정을 마치고 귀국시 호스코가 진행하는 유급인턴쉽 및 

    세계유수의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합니다.



어학연수 + 취업프로그램 / HOSKO

“3 in 1 연수 프로그램!”

영어실력향상 + 유, 무급인턴쉽 + 취업

영어실력향상으로 자신감을! 해외취업으로 스펙업을!

53어학연수 + 취업프로그램

‘3 in 1’연수 Program 소개

Language

Courses

Internship

해외인턴쉽

& 취업

◎ 어학연수 과정 

    General English, Business English, 

    Exam Preparation (IELS, Cambridge, TOEIC, TOEFL, TESOL)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 수업시간 : 주 15~25시간 (학원마다, 코스마다 상이)

◎ 유급 인턴쉽 : 캐나다, 호주, 싱가폴

◎ 무급 인턴쉽 : 미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 100% 유급 해외인턴쉽 또는 해외취업 연계

◎ 오직 호스코만이 가능합니다!!



 최*재 경주대

 박*현 우송대

 김*기 우송대

 김*희 경주대

 이*헌 경주대

 김*선 경희대

 엄*식 가톨릭관동대

 홍*완 초당대

 정*진 호원대

 장* 청운대

 문*영 경주대

 이*혜 청운대

 김*욱 가톨릭관동대

 박*나 호남대

 홍*후 호남대

 기*간 호남대

 조*영 경기대

 김*중 호원대

 신*석 영산대

 김*혁 우송대

 최*현 우송대

 김*정 우송대

 김*석 청운대

 이*제 청운대

 안*희 청운대

 장*인 경주대

 박*성 우송대

 전*연 경기대

 오*직 우송대

 오*직 우송대

 이*정 우송대

 이*정 우송대

 조*솔 경희사이버대학교

 권*연 우송대

 정*우 세종대

 박*우 영산대

 박*림 세종대

 이*환 경희대

 최*주 우송대

 김*석 경주대

 김*용 경주대

 여*훈 경주대

 서*수 경주대

 조*덕 경주대

 김*욱 경주대

 홍*형 경주대

 정*영 동의대

 문*빈 경희대

 선*수 우송대

 백*빈 경희대

 이*령 수원대

 최*연 안양대

 이*아 BERJAYA University College of Hospitality

 김*희 청운대

 이*정 청운대

 장*정 청운대

 장*영 세종대

 고*일 경주대

 심*성 경주대

 최*원 청운대

 이*희 배재대

 이*지 경희대

 박*원 Le Cordon Bleu

 윤*라 경희대

 홍*원 수원대

 신*진 경희대

 문*화 경기대

 이*아 호원대

 김*훈 동국대

 김*래 호원대

 이*경 배재대

 최*은 가천대

 진*경 수원대

 이*호 동의대

 박*란 우송대

 정*애 청운대

 김*정 우송대

 임*솜 우송대

 박*아 경주대

 이*아 경주대

 최*윤 경주대

 진*은 경주대

 이*환 경주대

 김*연 경희대

 서*오 가톨릭관동대

 조*준 청주대

 임*경 Cesar Ritz Colleges

 김*진 강릉원주대

 박*은 상지대

 이*정 경희대

 여*희 영산대

 신*진 광주대

 문*욱 수원대

 최*명 숙명여자대

 박*림 안산대

 김*진 수원대

 이*구 선문대

 이*화 수원대

 윤*래 IHTTI

 최*수 RAMADA DONGTAN

 박*종 수원대

 윤*기 Swiss School of Tourism & Hospitality

 석*나 수원대

 손*아 수원대

 이*미 수원대

 배*주 수원대

 정*희 영산대

 유*연 수원대

 엄*혜 경희대

 구* 수원대

 주*린 경희대

 김*진 수원대

 이*영 동덕여대

 최*지 수원대

 김*규 우송대

 이*연 수원대

 최*은 수원대

 유*훈 수원대

 김*국 동의대

 박*얼 수원대

 김*미 배재대

 김*연 배재대

 김*연 동의대

 박*검 경희대

 최*영 경희대

 이*인 세종대

 이*영 청운대

 조*비 용인대

 이*희 안양대

 김*윤 수원대

 장*라 수원대

 윤*인 안양대

 이*운 안양대

 장*민 청운대

 유*구 우송대

 강*훈 한국산업기술대

 김*섭 강원대

 권*준 경남과학기술대

 이*민 경남과학기술대

 정*경 경남과학기술대

 성*경 상명대

 이*현 한국산업기술대

 신*수 공주대

 강*석 강릉원주대

 이*호 청주대

 김*현 경남과학기술대

 박*우 한국산업기술대

 박*원 부경대

 길*영 한국산업기술대

 정*창 경상대

 신*빈 한국산업기술대

 이*표 한국산업기술대

 황*구 강원대

 홍*관 공주대

 정*욱 부경대

 심*연 상명대

 김*우 가톨릭대

 허*경 경상대

 이*준 부경대

 하*훈 상명대

 백*민 선문대

 한*윤 부경대

 이*우 공주대

 박*화 상명대

 조*만 부경대

 김*수 경상대

 박*석 공주대

 박*준 경남과학대

 이*범 공주대

 이*서 고려대

 전*빈 부산대

 신*종 한국산업기술대

 백*록 울산대

 송*현 공주대

 임*진 충남대

 최*진 경상대

 전*환 충북대

 김*섭 금오공과대

 김*훈 금오공과대

 홍*빈 성신여대

 고*섭 한국항공대

 장*효 계명대

 원*혁 강원대

 김*군 계명대

 이*재 계명대

 정*성 공주대

 김*희 동국대

 권*민 부경대

 김*수 강원대

 윤*호 강원대

 최*준 한서대

 이*아 강원대

 이*희 강원대

 정*녕 경남과학기술대

 양*윤 경남과학기술대

 도*명 부경대

 홍*원 부경대

 강*영 공주대

 김*현 한국산업기술대

 정*영 한국산업기술대

 유*종 고려대

 이*환 중앙대

 김*학 가천대

 한*휘 우송대

 조*호 경주대

 이*혁 우송대

 김*진 오산대

 양*수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안*현 청운대

 황*성 청운대

 김*연 우송대

 고*현 김포대

 손*창 유한대

 김*준 경주대

 김*홍 대경대

 유*호 청운대

 성*민 세종대

 김*호 대구미래대

 강*미 대경대

 강*혜 수원대

 이*혁 경주대

 조*호 경주대

 최*선 한남대

 박*나 세종대

 김*이 한국산업기술대

 문*라 경민대

 이*경 경희대

 박*진 중부대

 한*훈 청운대

 김*준 가톨릭관동대

 편*영 중국 양조우대학교 

 권*혜 동의대학교

 임*영 인천재능대

 정*희 영산대

 변*수 경민대

 노*현 경희대

 이*슬2 경기대

 천*환 김포대

 서*영 경희사이버대

 최*욱 동의대학교

 조*희 한국조리과학고

 박*엘 대구한의대

 이*현 청운대

 도*준 청운대

 차*원 영산대

 권*영 수원대

 김*우 혜전대

 김*용 우송대

 황*원 동아대

 윤*이 숭의여자대

 김*수 성신여자대

 김* 상지대

 김*아 경주대

 이*은 경희대

미국 폰테인 호텔

미국 브로드 호텔

미국 브로드 호텔 괌두짓*호텔

괌 특급 H 호텔

괌 온*드 호텔 

괌 * 리거 호텔

미국 한국자동차 협력업체

미국 한국자동차 협력업체 일본 특급 H 호텔

홍콩 프렌차이즈 레스토랑

마카오 G 엔터네인먼트 그룹

안전한 해외취업 우수기관  HOSKO54

HOSKO 해외 인턴 / 취업 현황

(최근 주요 프로그램 취업자 순)

미국 리츠칼튼 호텔

미국 피*디 호텔

미국 쉐라톤 호텔

괌 두짓*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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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채용 비율

4.3    :    6.7

호스코는  since 2005

無사고  5,868일째 진행 중

           2021년 5월까지 채용인원   4,347 명

평균 실수령액 (한화/연)  3,650 만원

평균 근무기간  436 일 (14.3개월)

출국 전 담당자와 통화시간  평균 255 분

인턴 수료 후, HOSKO를 통한 재 지원 의사  82 %

영문 이력서 코칭 후, PASS률

99% PASS

인터뷰 PASS률

1회 62%
2회

30%

매 시간  4.6명이                     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숫자로 알아보는 / HOSKO

국가별 채용 현황

17%

13%

2%

54%
14%



아래 할인권에 성명과 핸드폰 번호, 서명을 하신 뒤에 절취 혹은 사진으로 찍어서 방문하시는 회원님께는 비자수속비 10만원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성 명

핸드폰번호

서 명
'안전한 해외취업 해외연수 HOSKO'

:

:

:

Gift Certicate

100,000 원정

비자수속비 할인권

1. 본 할인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입니다. 2. 본 할인권은 비자 수속비 납부 시 사용 가능합니다. 3. 본 할인권은 현금과 교환되지 않습니다. 

4. 할인권의 도난, 분실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할인권이 훼손되어 식별 불가능 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본 할인권은 최초 발급 받은 자 이외의 사람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www.hosko.co.kr

서울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운로 43 서암빌딩 3층

Tel : 02-2052-9700~6

Fax : 02-2052-9708

(주)   프 로 액 티 브 러 닝

모바일modoo!
hosko.modoo.at

HOSK02012, HOSK02014

무지개아파트
사거리

하나은행
스타벅스

서초구청

신라스테이 서초

한전아트센터

서암빌딩3층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농협

푸르덴셀타워

강남역

민강남의원

서초2파출소

뱅뱅사거리

신
분
당
선

3호선

양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