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처 취업자명 실제 재직(근무) 현황

㈜부루벨코리아 
소속으로 

서울시내 및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근무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로에베, 셀린, 
지방시, 발리, 펜디, 

메이크업포에버, 
겐조 등 해외 

명품브랜드 기업)
(24명)   

송0정 2021년 졸업생, 롯데면세점(루이비통 브랜드) 재직 
김0정 2020년 졸업생, 롯데면세점(루이비통 브랜드) 재직

이0민, 황0성, 
유0민, 백0혜  

우0진  
2019년 졸업생 

면세점(인천국제공항,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의 다국적 기업 
브랜드(루이비통, 디올, 발리, 
펜디, 지방시, 로에베, 겐조, 

카카오프렌즈 등)에 재직

한0희 남0연 
이0건  장0경  
박0민  황0민 

김0림  

2018년 졸업생

김0현  이0양 
김0아  박0미  
김0경  조0희   

정0훈

2017년 졸업생 

김0희 2016년 졸업생, 인천국제공항신세계면세점(CK)재직

㈜에르메스코리아
(1명)

이0민 2022년 졸업생, ㈜에르메스코리아 강남 신세계 
명품관 재직

권0연(2a) 2018년 졸업생, ㈜에르메스코리아 강남 본사 취업 
LVMH GROUP

㈜루이비통
코리아(4명)

이0현 2021년 졸업생
LVMH GROUP

㈜루이비통코리아 명품관 재직백0영 2020년 졸업생
박0현 김0지 2019년 졸업생

㈜구찌코리아(9명)

박0현  조0범 2021년 졸업생

㈜구찌코리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및 명품관 재직

 김0정 박0현 
임0림 목0웅 2020년 졸업생

오0연 2019년 졸업생
강0빈 2017년 졸업생
김0은 2016년 졸업생

㈜크리스찬디올꾸띄
르코리아(1명) 이0연 2021년 졸업생, ㈜크리스찬디올꾸띄르코리아 재직 

㈜티파니코리아(1명) 김0림(2a) 2022년 졸업생, 인천국제공항 신세계면세점 재직 
㈜로레알코리아

(2명) 나0윤, 김0정 2023년 2월 졸업예정, ㈜로레알코리아 재직

㈜버버리코리아
(5명)

박0현, 윤0지 2022년 졸업생 (주)버버리코리아 면세점 및 
명품관 재직고0진 2020년 졸업생

손0영 2019년 졸업생



㈜리치몬트코리아
(1명) 한0나 2019년 졸업생, ㈜리치몬트코리아 몽블랑 브랜드 

재직

㈜프라다코리아
(11명)

정0비 전0재 
윤0지 김0후 2022년 졸업생

㈜프라다코리아 면세점 및 명품관 
재직

송0찬  안0린 
이0영 박0연

윤0준
2021년 졸업생

민0기 2020년 졸업생
전0희 2017년 졸업생

㈜LG 생활건강(1명) 정0성 2017년 졸업생, ㈜LG 생활건강(오휘_화장품) 재직
㈜페라가모코리아(1명) 김0찬 2022년 졸업생, ㈜페라가모코리아 명품관 재직

LVMH GROUP
㈜로에베코리아(1명) 박0샘 2023년 졸업예정자 ㈜로에베코리아 명품관 재직

㈜우림에프엠지
(1명) 정0선 2022년 졸업생, 롯데 에비뉴엘명품관 (쇼파드 

쥬얼리 브랜드) 재직
㈜스타벅스코리아

(1명) 이0경 2020년 졸업생,  (주)스타벅스코리아 재직

㈜ 시세이도코리아
(1명) 백0지 2018년 졸업생, ㈜시세이도코리아_나스 코스메틱 

재직
㈜샤넬코리아(1명) 최0희 2018년 졸업생, ㈜샤넬코리아 취업 

㈜토즈코리아(2명) 이0진, 허0리 2021년 졸업생, ㈜토즈코리아 롯데 명품관 재직
㈜에르메네질도 제냐 

코리아(3명)
배0우 2018년 졸업생 ㈜에르메네질도 제냐코리아 

명품관 재직김0은 장0희 2019년 졸업생

㈜발렌시아가코리아
(3명)

허0윤 2022년 졸업생 
㈜발렌시아가코리아 명품관 재직조0은 2021년 졸업생 

박0경 2017년 졸업생 
㈜현대백화점 

프리미엄아울렛(1명) 최0지 2022년 졸업생, ㈜현대백화점 홍보팀 재직

고야드아시아퍼시픽
리미티드한국지점(주)

(1명)
정0지 2022년도 졸업생, ㈜고야드코리아 명품관 재직

㈜파라다이스세가사
미(카지노)(1명) 류0현 2018년 졸업생, ㈜파라다이스세가사미(카지노)재직 

비에스합동
관세사무소(1명) 이0동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인천국제공항 

비에스합동관세사무소 재직
㈜케이에이(아시아나
항공 지상직)(1명) 연0솔 2017년 졸업생,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재직

㈜한진중공업(1명) 유0진 2019년 졸업생, ㈜한진중공업 재직
㈜ KT&G(1명) 나0채 2017년 졸업생, ㈜ KT&G 재직

㈜신세계백화점(1명) 이0정 2022년 졸업생, ㈜신세계백화점(강남점) 
VIP실 재직 

㈜롯데시그니엘호텔
(1명) 김0빈 2022년 졸업생, ㈜ 잠실 롯데시그니엘호텔 재직

㈜해비치호텔앤리조 박0황, 김0채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제주도 



     

트(현대그룹)(3명) 한0진 ㈜해비치호텔앤리조트 재직
㈜안다즈 서울 강남 
- 하얏트 호텔(1명) 구0빈 2023년 졸업예정자, ㈜안다즈 서울 강남호텔 재직

㈜아고다(adoga)(1명) 신0희 2019년 졸업생, ㈜아고다(adoga) 재직
㈜롯데카드(1명) 박0원 2019년 졸업생, ㈜롯데카드 재직

해
외
취
업

일본: 롯데그룹 
㈜롯데아리아 
리조트(1명)

정0인 2017년 졸업생, ㈜롯데그룹(롯데 
아리아리조트)취업 

홍콩: 덕산공사
(2명) 황0민, 박0빈

해외(홍콩) 하계 현장실습 및 취업으로 1년 3개월 
홍콩 거주 후 귀국. 현재, ㈜부루벨코리아 

소속_롯데월드타워 면세점 (루이비통브랜드)재직

4년제 대학교 진학
(5명)

박0미(2017졸업)  
이0엽(2017졸업)

한양사이버대학교 졸업 (학사학위취득)
LVMH 그룹: 셀린브랜드_인천국제공항 T1 

신세계면세점 재직

한0희(2018졸업) 한양사이버대학교 졸업 (학사학위취득)
㈜부루벨코리아_DIOR 부틱_롯데면세점 재직

강0빈(2017졸업) 덕성여자대학교 졸업(학사학위취득)
㈜구찌코리아_인천국제공항 신세계면세점 재직

김0경(2022졸업) 4년제 대학 편입(한양사이버대학교 재학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