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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i Malaya (UM)
가. 대학 안내

JBNU : QS ASIA 103

구분
대학안내

내용
· 2020년 QS ASIA 13위
·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 종합대학, 동남아시아권 최고대학

위 치

· 주 소 : Jalan Universiti, 50603 Kuala Lumpur, Wilayah Persekutuan Kuala Lumpur,
Malaysia
· https://www.um.edu.my/
· 쿠알라룸푸르 시내 위치
· 캠퍼스 규모: 303만m2,
· 재학생 규모 : 24,463명 (학부 14,749명/대학원 9,714명, 유학생 2,980명)
대학 특징

· 유학생들은 말레이, 인도, 중국계의 3개 인종을 바탕으로 유럽, 아시아의 전 세계 학생들로
분포됨.
· Museum of Asian Art / Botanical Gardens / Museum of Zoology / Experimental
Farm 등 시설 보유

· Faculty of Arts and Social Sciences
· Faculty of Build Environment
· Faculty of Business and Accountancy
· Faculty of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 Faculty of Education
· Faculty of Economics and Administration
지원가능
학과

· Faculty of Engineering
· Faculty of Language and Linguistics
· Faculty of Law
· Faculty of Science
· 단과 대학별 세부 학과는
https://umcms.um.edu.my/sites/international-student-centre/courses-offered-in
bound 참조

나. 생활 안내
구분

내용
· International House  메인 캠퍼스에서 2km 떨어진 곳에 위치
· Fully Furnished (beds, wardrobes, sofa set, dining set, study desk), Fully
air-conditioned, 2 Bedrooms, 1 Bathroom (equipped with water heater), Kitchen
equipped with cooking stove, Refrigerator, Washing machine, Shoe rack, Free
Wi-Fi, Services, UM Shuttle bus service to the main campus.

기숙사

도서관

Universitas Airlangga (UNAIR)
가. 대학안내

JBNU : QS ASIA 103

구분

대학안내

내용
·
·
·
·

2020년 QS ASIA 171위
1954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학으로 수라바야의 공립대학교
재학생: 35,985명, 교수진: 1,570명 15개 학과
의과 및 약학과 학부로 유명, 인도네시아에서 최고의 생명과학 대학으로 대학병원과
열대성 질병 연구소를 보유

위치

· 주소: Jl. Airlangga No.4 - 6, Airlangga, Kec. Gubeng, Kota SBY, Jawa Timur
60115, Indonesia
· https://www.unair.ac.id
· 인도네시아 제 2도시인 수라바야 시내에 위치 (자카르타에서 국내선으로 1시간 30분
거리)
· 수라바야 시내에 캠퍼스 A. B, C 로 분산되어 있으며 메인 캠퍼스는 B.
· 캠퍼스 간에 셔틀버스 FLASH(Fast Local Area Shuttle) 운영

대학특징

· Faculty of Law
· Faculty of Economics and Business
- Development Economics
- Accounting
- Management
· Faculty of Social and Political Sciences
- International Relations
- Communication Science
- Public Administrations
-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s
- Political Science
- Anthropology
- Sociology
· Facul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Statistics
지원가능
학과

- Physics
- Biomedical Engineering
- Environmental Engineering
- Biology
- Mathematics
- Chemistry
- Information System
· Faculty of Public Health
- Public Health
- Nutrition
· Faculty of Psychology
· Faculty of Humanities
- Japanese Studies
- History
- Indonesian Literature
- English Literature
세부내용 http://unair.ac.id/site/menu/show/117/bachelors-degree.html 참조

나. 생활 안내
구분

내용
- 인터넷 사용 가능, 식당, 카페, 세탁실 등 완비

기숙사

각종
편의시설

- FLASH Bus

- 식당

· 화폐단위: 루피아 (100 IDR = 약 8.28원)
기타

· 1회 식비 2,000원 ~ 3,000원 선 (한 달 식비 200,000원 정도 예상)
※ 소요비용은 학생의 식습관 및 현지 생활하는 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 참조

Bogor Agricultural University (IPB)
가. 대학안내
JBNU : QS ASIA 103
구분
대학안내

내용
· 1963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보고르시에 위치한 주립농업대학, QS ASIA 132위
· 대학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국내 및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음.
· 10년 연속(2008-2018) 인도네시아의 가장 혁신적인 교육기관으로 선정.

위치

· 주소: Kampus IPB Dramaga, Jl. Raya Dramaga, Babakan, Dramaga, Babakan,
Kec. Dramaga, Bogor, Jawa Barat 16680 , Indonesia
· https://www.ipb.ac.id/
· 자카르타에서 자동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
· 농업관련 특허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실제 판매 유통되고 있음.
- Crash-resistant Empty Palm Oil Bunch Fiber Helmets
- Rosella Probiotic Yogurt: Anti-cervical Cancer and Antidiabetic Functional Drink
- High Quality Local Chicken
대학특징

- ASURA: Smart Assisting Robots to Increase Harvesting Capacity
- Rainbow Pepper
- ANALOGUE RICE: Alternative Food Replacement for Rice
- CALINA PAPAYA : Cute, Sweet, and Fresh
- FASTREX: Palm Oil Fresh Fruit Bunching Machine
- Katulac: Feed-Additive for Dairy Cows

대학특징

· Faculty of Veterinary Medicine
- Veterinary Medicine
지원가능
학과

· Faculty of Agricultural Technology
- Food Science and Technology
· Faculty of Agricultural Industry Technology
세부 내용은 https://admisi.ipb.ac.id/international-program/ 참조

나. 생활 안내
구분

내용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44개 룸 완비(8 standard room, 36 deluxe room)

기숙사

- 각 단과대학 건물 주변으로 11개의 식당 완비

각종
편의시설

- 캠퍼스 내 8대의 셔틀버스 3개 노선으로
운영
· 화폐단위: 루피아 (100 IDR = 약 8.28원)
기타

- 도서관

· 1회 식비 2,000원 ~ 3,000원 선 (한 달 식비 200,000원 정도 예상)
※ 소요비용은 학생의 식습관 및 현지 생활하는 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