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STER OF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글로벌 호텔 관광 산업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경영진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 또는 학문적 연구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석사 학위 과정을 소개합니다. 2년 간의 석사 학위 과정을 통해 
업계에 대한 열정을 전문성으로 발전시켜보세요. 

점점 업계에서도 전문 지식을 갖춘 석사 학위 소지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ICHM의 석사 과정은 시니어 
레벨에서의 국제 호텔 운영에 대한 이해와 경영을 위한 지식, 인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글로벌 호텔에 초점을 맞춘 과정으로 국제 관광 분야 또는 호텔 
업계로 커리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호텔 관련 학과, 대학교 
또는 전문 대학 과정을 수료한 경우 경영 또는 호텔 관광 분야의 
학위 소지로 분류되며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RPL)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RPL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chm.edu.
au/future-students/recongition-of-prior-lenaring에서 
확인하세요.

20-22주의 On-campus 학업 과정

20-22주의 On-campus 학업 과정 

3학기 : 20-22주의 On-campus 학업 과정
4학기 : 20-24주의 전문 실습 및 연구 과정

학생들은 석사 과정 마지막 학기 때 6개월 간의 실습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습과 연구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이론과 실전을 접목시키며 업무 
환경에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과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최소 200시간의 실무 경험이 과목 수강 전 
필요합니다. 

ICHM Industry and Career Development(ICD) 담당자가 
과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포지션을 추천해드립니다. ICD는 호주 평균 임금을 제공하는 가장 
대중적인 산업군의 인사 프로세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ICHM은 학생들에게 실무를 접목시킨 학업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다수의 기업과 산학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ICHM은 호주 최고의 
취업율을 자랑합니다. 

96.3%의 졸업생이 졸업 후 1년 
안에 취업에 성공합니다. 
(QILT 2021 Graduate Outcome Survey)

WWW.ICHM.EDU.AU
CRICOS Provider No. 02914G

WAKE UP.

LOVE WHAT 
YOU DO.

REPEAT.

남호주의 해안 도시 애들레이드는 전 세계인이 모여 살고 
있는 글로벌 도시입니다. 친절한 분위기 덕분에 국제 학생들과 
외국인들이 정착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애들레이드는 맛집과 
최고의 와인(호주 수출 와인 중 70%가 남호주 와인)으로도 
유명합니다. 맛집 탐방과 함께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해보세요. 

애들레이드 

	» 130여개 나라에서 온 40,000
명 이상의 국제 학생 

 »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3위	
 » 호주의 대도시에 비해 12% 

저렴한 물가 

	» Ten	Gigabit	City라는 도시 

별명처럼 빠른 인터넷망 구축 완비 

애들레이드는 
호텔 관광 
분야에 공부하기 
가장 이상적인 
곳입니다. 

1학년 - 1학기 : Graduate Certificate in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Change Makers

1학년 - 2학기: Graduate Diploma in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2학년 : Master of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1 Study Adelaide 2022;

2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Global Liveability Index 2021



Pre-Masters of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Master of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학업 기간 6개월 2년 

학비 $16,000 AUD
(과목 당 $4,000 AUD) 

$52,000 AUD 
(과목 당 $4,000 AUD) 

등록비 $250 AUD $250 AUD

학업 시작일 2022년 7월 25일 – 29일 2022년 7월 25일 – 29일

영어 조건  IELTS 6.0 (모든 영역 5.5 
이상)또는 이에 준하는 성적 

IELTS 6.5 (모든 영역 6.0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성적 

입학 신청 방법 
자세한 입학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ichm.edu.au
-	 ICHM	입학처 이메일:	admissions@ichm.edu.au	

CRICOS  Provider No. 02914G 
TEQSA Provider ID PRV12099

 /ichmaustralia 
 @ichm_australia  
 /school/ichm_australia 
 /c/ichmadelaideaustralia

참고: 모든 비용은 별도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은 매년 인상될 수 있습니다. 안내된 학비는 
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자료의 정보는 발행일(2022년 3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ICHM으로 
직접 문의해주세요. 

CRICOS Course Code:  097745A, 097744B, 097743C, 099349G

임대료	(대략적인 예상 비용)

형태 전체 비용* 학생 1명 당 
방 1개 아파트 $160–$300 $160–$300
방 2-3개 아파트 $180–$320 $90–$110
방 3-4개 주택 $180–$320 $180–$320
*참고: 도심에 위치한 곳은 임대료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가구가 포함된 옵션인 경우 일반적으로 
주당 $40 - $80 정도의 금액이 추가됩니다. 

물가 가이드	(대략적인 예상 비용)

품목 주당 가격	(AUD)
식비 $120–$150
공과금 (가스, 전기, 수도, 전화) $40–$60
세탁비 $20–$40
교통비 $15–$20
생필품비 $50
개인 지출 (옷, 세면도구, 여가) $20–$50
기타 $20–$50
맥도날드 세트 가격 $7–$11
카페 점심 (샌드위치, 파스타 등) $8–$15
도심 카페 커피 $4–5
리터 당 휘발유 $1.30–$1.80
버스/기차/트램 표 (학생 할인 적용, 표 10개) $13.50

호텔 관광 분야에 대한 당신의 열정을 잊지 마세요.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신가요? 

PRE-MASTERS OF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Pre-Masters Program(non-award)은 ICHM Master of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과정으로 진학하기 위한 대안 
과정입니다. 6개월 간의 풀타임 과정으로 석사 과정의 입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제 학생들의 학업, 글쓰기, 수리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예비 과정입니다. Pre-Masters의 모든 과목을 통과하는 경우 석사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입학 조건	
호주 Associate Degree 또는 Advanced Diploma와 같이 3년간의 
post-secondary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 IELTS 6.0 이상 (전 영역 
5.5 이상). 
더 자세한 입학 조건 정보는 https://www.ichm.edu.au/ future-
students/international-students/entry-requirements에서 
확인해주세요. 

GRADUATE CERTIFICATE IN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Graduate Certificate in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과정은 
6개월 풀타임 과정으로 국제 호텔관광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최상위 경영진 아래에서 실무 경영 직무 수행에 필요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과정입니다. Graduate Certificate 
과정은 Master of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에 속한 
과정으로 석사 과정 입학을 위한 과정입니다.
 
입학 조건	
학사 학위(AQF 레벨 7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 소지자 또는 그 
이상, 전공 무관, 또는 최소 5년 이상 관련 업계에서 중간 관리자 경력 
보유, 또는 Advanced Diploma (AQF 레벨 6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 수료 및 관련 업계 경력 3년 이상, IELTS 6.0 (전 영역 5.5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영어 성적.

1학년 

  ICHM 입학 조건에 해당하는 학점과 영어 성적를 모두 충족한 
지원자에게 학비의 10%를 장학금으로 수여합니다. 

  ICHM 입학 조건에 해당하는 학점을 충족하고, IETLS 7.0 또는 그에 
준하는 영어 성적을 보유한 지원자에게 학비의 15%를 장학금으로 
수여합니다. 

이후 학년
 1학년 과정의 모든 과목에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경우 다음 해 

학비의 15%를 장학금으로 수여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재수강 과목에 대한 장학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목을 통과하지 못해 다음 학년 진학이 불가능한 경우 장학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발 기준

별도의 지원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여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기간 

장학금은 과정 수료 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장학금 
정보는 ICHM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ICHM 입학처에 문의해주세요. 

대학원 과정 
ICHM 장학금

예상 생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