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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Cookery요리과정 (2년)

Tasmania주는 호주 최남단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섬으로서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지역의 고급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Tasmania주립 전문대학 TasTAFE는 

Hospitality분야에서 성공적이고 훌륭한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최근 2년 과정의 Commercial Cookery 요리학과를 

개설하였습니다 

저희 대학은 Tasmania주정부에 의해서 운영되고 호주 전역에서 

인정되는 호주 최대 전문 교육훈련 학업 기관 중 한곳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교수진에 의해서 질 높은 최상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Commercial Cookery요리과정은 최신식 설비를 구축한 

키친에서 이론과 실습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Hospitality 및 

Cookery Management분야에서 다양한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재무(Finance) 및 인적자원의 지속적 관리

(Sustainability and managing human resources)등과 같은 다양한 

관련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며, 저희 대학의 요리과정은 290 시간의 

인턴쉽 과정을 포함해 학생들이 졸업 후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Commercial Cookery요리과정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호주 전역에서 인정받는 학위, 지식 및 기술을 바탕으로 Hospitality

분야에서 요리사, 레스토랑 경영자/매니저 등으로 취업하여 성공적인 

커리어를 단계적으로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호주 고용주들은 호주 

전역에서 인정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학업기관에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학생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 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용 기회와 높은 연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에서 

요리사의 평균 연봉은 약 53,054 호주 달러 정도이며 경력이 쌓일수록 

연봉은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입니다. 연봉 출처: (http://www.

mycareer.com.au)

For more information
Government Education and Training International 

전화: +613 6165 5727이메일: info@geti.tas.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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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Cookery요리 과정 (2년 과정)        
290시간 인턴쉽 포함

Certificate III                                                   
in Commercial Cookery                     
(1 year)

Certificate IV                                             
in Commercial Cookery
(6 months)

Diploma  
of Hospitality 
(6 months)

AU $16,000
AU $8,100

AU $6,100

Commercial Cookery 요리과정

학업기간:  2년

입학시기:  매년 2월, 7월 

학업장소:  호주 Tasmania주 주도 Hobart  

입학가능연령:  만 18세 이상

입학조건:  고등학교 졸업자 IELTS 평균 5.5                

(영어성적이 모자라거나 없을 경우 영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패키지 비자 신청 가능)        

학비:    28,700 호주달러 (2년 전체 코스)   

 1,500불 스폐셜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