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IHMS 에 대하여
1991년 이후부터 블루 마운틴 호텔경영학교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호스피 탈리티 산업에서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블루 마운틴 호텔경영학교는 호주 토렌스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는
재학생들에게 학교의 가치와 교육적인 부분에서 큰 혜택을 줍니다.
블루 마운틴 호텔경영대학과 토렌스 대학교는 로리엣 교육재단 소속의
대학으로써 전세계의 80여개의 대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업계가 공인하는 블루마운틴의 국제적 수상경력
• 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랭킹 1위 호텔경영학교로 선정 (TNS2013)
• 2015년 NSW 관광분야 에서 Hall of Fame 수상
• 2013 , 2014 년 & 2015 년 뉴 사우스 웨일즈 관광 대상 관광 및 교육 훈련 에 대한 금상 수상
• 2011 2012 년 전세계 환대 상 랭킹 상위 3

독특한 교육방식
•학
 위과정 중 2학년까지는 루라캠퍼스의 가상 호텔환경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호텔의 고객과 직원이 되어 체험 학습을 합니다.
• 3학년은 시드니 캠퍼스에서 학업을 수료하게 됩니다.
•대
 학원 과정은 시드니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해외 교환학생/편입 기회
• 로
 리어트 재단 네트워크를 통한 스위스, 스페인, 미국, 중국에서의
교환학생 및 편입프로그램 선택가능.

유급 인턴십

• -호주 혹은 해외에서 각 6개월로 구성된 2번의 유급실습을 통하여 졸업생들은
호스피탈리티 업계에서 이미 준비된 인재의 역할을 합니다.

학위인증
• 호
 주 정부의 대학 교육 품질 및 표준 감사 기관 학위인증 (Tertiary
Education Quality and Standards Agency, TEQSA**)
아르바이트 기회
• 학
 생 비자로 학업기간 중 주 20시간까지 아르바이트 가능.

• -석사과정 학생들은 6개월동안 현장실습과 실무연계학습을 하게 됩니다.
• 호
 주 내 인턴십의 경우 6개월 급여 최소 AU$ 10,000.

프로그램
BACHELOR OF BUSINESS

MASTER DEGREES

•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국제 호텔 경영학 석사 )
• Global Business Management (글로벌 비즈니스 경영학 석사 )

• I nternational Hotel and Resort Management
(국제 호텔 & 리조트 경영학 학사)
• International Event Management (국제 이벤트 경영)

석사과정 기간: 2년.
이전학력 또는 업계 경력을 통해 학점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사과정 기간: 2.5년

캠퍼스 위치: 시드니 (거주 불가 캠퍼스)

입학시기: 1, 4, 7, 10월

입학조건:

입학조건:
•고
 등학교 졸업 혹은 졸업 예정자
• 아이엘츠 6.0(아카데믹) 또는 동일영어성적 ***

• 국제 호텔 경영학 석사, IELTS 6.0

글로벌 비즈니스 경영학 석사, IELTS 6.5

• 수업시작시 반드시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함( 만 17세는 별도문의)

3 학년

캠퍼스 위치

학비

기숙사비 (식비
포함)*

Leura

AU$27,000

AU$9,900

3&4

유급 업계 실습

-

-

5&6

Leura

AU$27,000

AU$9,900

유급 업계 실습

-

-

Sydney

AU$27,000

-

1&2

7&8
9 & 10

(거주 가능 캠퍼스)

(거주 가능 캠퍼스)

(거주 불가 캠퍼스)

합계

AU$81,000

AU$19,800

학기

국제 호텔 경영학 석사

글로벌 비즈니스 경영학 석사

1 학년

2 학년

1 학년

학기

MASTER DEGREES INTERNATIONAL FEES 2016

1& 2

AU$13,800

AU$13,800

3&4

AU$13,800

AU$13,800

2 학년

BACHELOR DEGREE INTERNATIONAL FEES 2016

• 학사학위 소유자 또는 3년 이상의 관리경력

5&6

유급 업계 실습

AU$13,800

7&8

AU$13,800

업계 실습

합계 AU$41,400

TOTAL AU$41,400

추가 비용:
•
•
•
•

 니폼 AU$935 (학사과정 학생)
유

실습도구
AU$310 (학사과정 학생)
유학생건강보험 AU$750-$1275 (석사 & 학사학생 예상금액)
EBooks AU$120-140 (예상 금액)

* 유학생 학비 는 욕실이 있는 2인1실, 1일 3식, 무선 인터넷, 세탁시설 이용 및 모든 캠퍼스 내 학생 편의 시설 비용이 포함됩니다. 학사과정 1-2학년은 기숙사 생활이 필수 입니다. 학사과정 3
학년과 석사과정 학생들은 개별로 아파트 또는 하우스를 렌트 하거나 학교에서 가까운 기숙사를 옵션(주당 AU$315) 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 TEQSA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호주정부의 학제기관입니다. *** -영어입학조건은 6.0이 필요하며 점수가 모자랄 경우 저희 진학연계영어 과정을 마친뒤 입학 할 수 있습니다.

영어 프로그램

위치

입학조건
• IELTS

성적에 따라 10주에서 30주까지 수강가능

루라 캠퍼스는 시드니에서 자동차로 90분 거리에 있는
블루마운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블루마운틴은 호주 최고의
관광명소로 학부생들의 학업기회를 넓혀줄 환경을 제공합니다.

• IELTS

4.5~5.5 (아카데믹) 또는 그에 준하는 영어공인성적
• B
 MIHMS 학위과정 입학 예정자에 한해서 소수정예로 운영

2014-2015 년 학비
영어 프로그램

기간

수업료

홈스테이
비용

ELTS 0.5점 향상을 목표로 할때

10주

AU$4,150

AU$2,950

10주 과정 비용 - 최종 학비는 입학레벨에 따라 달라짐

시드니 캠퍼스는 시내 중심부 시드니 Town Hall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드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해변, 수많은
공원이 있으며 다양한 문화와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국제 도시입니다.
시드니는 세계 최고의 관광 도시이자 비즈니스 여행지로서
학생들에게 호스피탤러티 및 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재학 중 다양한 실습 기회 또한 주어집니다.

캠퍼스 생활

지원 방법

학생들은 실제 호텔과 유사한 환경을 갖춘 Leura (루라) 캠퍼스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많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강도 높은 학업일정을 소화해 나가는
집중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지원관련 문의 및 입학정보는 다음으로 문의 해주십시오:

루라 캠퍼스에는 전문 사서들이 운영하는 도서관, 당구대와 탁구대를
겸비한 학생휴게실, 테니스 코트, 배구 코트, 축구장, 수영장, 헬스장 및
야외 바비큐 시설 등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3개의 레스토랑 중
선택하여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학사 과정 3학년은 경영학 수업에만 취중하며 시드니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Sydney Executive Business Center 캠퍼스에서 강의를 듣게
됩니다. 수많은 국제 호텔 체인들과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시드니 캠퍼스는 현대적이고 기업적인 환경 속에서 최첨단 학습 환경과
시설을 제공합니다.

Admissions Office
PO Box A256
Sydney South,
NSW, 1235, Australia

T +61 2 9307 4600
F +61 2 9283 5092
E enquiry@bluemountains.edu.au
www.bluemountains.edu.au/apply

bluemountains.edu.au

Cricos numbers
Torrens University Australia
CRICOS No: 03389E
Diploma of Business (International Event Management)

089924J

Master of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089931K

Diploma of Business (International Hotel and Resort Management)

089927F

Graduate Certificate in Global Business Management

089935F

Associate Degree of Business (International Event Management)

089923K

Graduate Diploma in Global Business Management

089934G

Master of Global Business Management

089933G

Associate Degree of Business (International Hotel and
Resort Management)

089926G

Bachelor of Business (International Event Management)

089922M

Bachelor of Business (International Hotel and Resort Management)

089925G

Graduate Certificate in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089932J

Version: June 2016

Pathway Programs
Academy of English CRICOS Provider No: 02399M
English Language Programs (Beginner to Advanced)

066657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