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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보퀴즈 Worldwide Alliance 연수 혜택! 

제 19회 KWC 코리아 Wi. 콘텐츠 콘테스트 입상자 (요리부문) 

 

1. 폴보퀴즈 Worldwide Alliance 란? 

“우리는 외식조리 분야에서 강력한 특성화를 구축한 우송대학교가 우리의 Worldwide 

Alliance에 가입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또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송대학교의 

합류로 우리는 Worldwide Alliance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국제화 경험(지식과 기술, 그리고 

문화교류의 기회)을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우송대학교와 같은 전 세계의 외식조리 선도대학 또는 기관들을 추가로 

확보하여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외식조리 연합체가 되길 희망합니다.” 

– Dominique Giraudier, CEO of Institut Paul Bocuse 

 2004년 처음 구성된 IPB Worldwide Alliance는 일본, 싱가포르, 대만, 미국, 핀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 칠레, 컬럼비아, 에콰도르, 프랑스, 그리스, 멕시코, 페루, 한국 

내 호텔 및 외식조리 분야 최고의 대학들로 구성된 연합체임 

 폴 보퀴즈 글로벌외식조리대학 협의회는 국가별 1개의 대학으로 가입이 제한됨  

 한국의 경우, 우송대학교 외식조리대학이 한국 대표로 선정됨 (2015년 11월 30일) 

 폴 보퀴즈 관련 정보: http://www.institutpaulbocuse.com/en/ 

 

2. KWC 콘테스트 입상자 혜택 (요리부문): 

 약 14주간의 폴 보퀴즈 글로벌외식조리대학 협의회 연수기회 제공 

- 제 19회 KWC 콘테스트 요리부문 입상자(장려상 이상) 중 우송대 외식조리계열 

입학자에게 우선 선발의 특혜를 제공함 

- 폴 보퀴즈 해외연수와 관련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원 

- KWC 콘테스트 입상자 중 최종 2명을 선발하여 3학년이 되는 해에 폴 보퀴즈 

해외연수 실시 (단, 2학년 2학기까지 TOEIC 78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함) 

 해외연수 개요: 

1) 일정: 우송대학교 일정에 따라 진행(해외연수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  

2) 프로그램 개요: 

http://www.21k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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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 12/20 (100점 기준 60)이상 점수를 취득해야 수료증 부여(매 주 평가가 

이루어짐) 

② 조리: 실습 및 데모, 매주 다른 주제를 다룸 (월~금 6시간)  

③ 조리응용: 학생/교수 대상 카페테리아 실습 (월~금 6시간)  

④ 제과 및 제빵: 월~금 6시간씩 

⑤ 테이블아트 서비스: 고객 응대, 테이블 데커레이션, 셋업 실습 

3) 기타: 프랑스 요리의 역사, 와인 및 치즈(테이스팅 포함), 데모, 현장학습 등.  

4) 조리대회 빛 뷔페: Worldwide Alliance 학생들끼리의 활동하며 각국의 음식문화/유산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음 

① Cuisine du Monde(또는 Mini Bocuse d’Or):  

가) 각 나라의 flavor를 가미한 창작요리, Appetizer와 main course 한가지씩  

준비하며 팀별 프로젝트로 형태로 진행하기도 함 

나) 심사의원은 폴보퀴즈 교수 및 해당국가 대사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진행함  

다) 심사 요리는 문화간 비교연구를 위해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자료로 보관함  

② Cuisine from Abroad:  

가) 각 국 대표는 데모키친을 통해 고유의 식자재 및 음식문화를 전파함 

나) 자국을 대표하는 1종류의 음식을 선보이고 학생들이 맛보게 함  

다) 행사시간 중 250명을 대상으로 뷔페음식을 준비함(15개 학교 포함 250명, 국가별 

테이블 당 2~3가지 요리) 

 해외연수 기대효과: 폴 보퀴즈 해외연수는 외식조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특별하고 경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 

1) 세계 최고 수준의 외식조리 교육을 경험하고 다양한 프랑스 요리기법을 학습할 수 

있음 

2) 폴보퀴즈 Worldwide Alliance 소속 학생들은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각 

멤버 대학의 강점, 역량, 경험을 공유하고 배우며, 이를 통해 각국의 미래 외식조리 및 

호텔관광 산업의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음 

2) 약 40여개국에서 온 외국 학생들과 같이 수학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세계 요리를 

체험할 기회 제공 

 

3. 문의사항: 입학처 042-630-9634 

             IPB 프로그램 담당: 042-629-68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