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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i Teknikal Malaysia Melaka (UTeM)
가. 대학 안내
구분

대학안내

내용
·
·
·
·
·

2000년에 설립된 말라카 소재 국립대학
캠퍼스 부지 250만 m2으로 캠퍼스의 35%정도만 활용되며 녹지가 많은 캠퍼스
교원수 900명, 학부생 12,000명, 대학원생 1,400명
공대 관련 전공 및 경영 등 일부 학과만 있는 집중형 대학
25개 학부 프로그램 및 35개 대학원 프로그램 운영

위치

· 주소: Jalan Hang Tuah Jaya, 76100 Durian Tunggal, Melaka, Malaysia
· https://www.utem.edu.my/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 멜라카에 위치한 766에이커의 공간에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총 7개의 건물로 이루어짐.
· Engineering, IT, Management Technology 등 기술 분야에 집중된 대학임
· 외국인 학생들은 주로 중동지역 학생들로 이루어짐

대학특징

· Faculty of Electronics and Computer Engineering
· Faculty of Electrical Engineering
· Faculty of Mechanical Engineering
· Faculty of Manufacturing Engineering
지원가능
학과

· Facul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Faculty of Technology Management and Technopreneurship
· Faculty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Technology
· Faculty of Mechanical and Manufacturing Engineering Technology
· 단과 대학별 세부학과는 https://www.utem.edu.my/list-of-programmes-2.html
참조

나. 생활 안내
구분

내용
· 2인실(침대, 책장, 책상, 의자)
· 욕실과 화장실 공용, 에어컨 없음
· 식당, 세탁실, 영화감상실, 스포츠 센터, 인터넷 사용 가능

기숙사

· 메인 캠퍼스에 3개의 식당 완비

식당

· 공학 관련 115,000권 이상의 저서 보유

도서관

· 화폐단위: 링깃 (1RM = 약 2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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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itas Indonesia (UI)
가. 대학 안내
구분
대학안내

내용
·
·
·
·

1849년에 설립된 국립대학으로 데폭시에 위치
QS 랭킹: 292위 (2018년 6월 현재)
2019 THE 세계 대학 순위 : 601~ 800위의 그룹
경제학, 법대, 의대 등 유명

위치

· 주소: Jl. Margonda Raya, Pondok Cina, Kec. Beji, Kota Depok, Jawa Barat 16424
Indonesia
· http://www.ui.ac.id/
· 자카르타 도심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
· 주요 캠퍼스는 6개의 자연 호수가 있는 320헥타르로 구성된 녹지에 위치
·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동남아시아의 선도적인 지역 대학 중 하나
· 5개 대륙, 32개국의 131개 일류 대학 및 기관과 협력 관계-복수학위제,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동 연구 등 진행

대학특징

· Faculty of Engineering
- Civil Engineering
- Mechanical Engineering
- Electrical Engineering
- Architecture
- Metallurgy and Materials Engineering
- Chemical Engineering
지원가능
학과

- Industrial Engineering
· Faculty of Law
- Law
· Faculty of Economics and Business
- Economics
- Accounting
- Management
· 단과 대학별 세부학과는 http://www.ui.ac.id/en/academics.html# 참조

나. 생활 안내
구분

내용
· 2인실(침대, 책장, 책상, 의자)
· 개별 욕실 및 화장실. 에어컨 완비
· 취사가능한 간단한 주방, 세탁 위탁 서비스, 야외식당 등

기숙사

· 각 강의실 에어컨, 스마트 시설 완비
· 각 건물 재난 안전시설 완비

강의시설

· 자카르타 시내 거주 시 기차 통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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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itas Gadjah Mada (UGM)
가. 대학안내
구분

내용

대학안내

· 1943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립 대학
· 인도네시아 요그자카르타(족자)에 위치해 있으며 360 에이커의 면적에 18개 학부, 68개
학부 프로그램 구성.
· 55,000명의 학생, 1,187명의 외국인 학생 및 2,500명의 교수진

위치

· 주소: Bulaksumur, Caturtunggal, Kec. Depok, Kabupaten Sleman, Daerah Istimewa
Yogyakarta 55281, Indonesia
· https://ugm.ac.id/
· 자카르타에서 국내선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인 요그자카르다(족자)에 위치
·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대학교.
· 주로 낮은 건물에 나무들이 많아 캠퍼스 분위기가 전북대학교와 유사함. 도시 역시
전통 가옥들이 많아 전주와 비슷한 느낌.

대학특징

대학특징

· Faculty of Mathematics and Natural Sciences
Computer Science
Chemistry
· Faculty of Economics and Business
Accounting
Business
지원가능
학과

Business Economics
· Faculty of Law
Law
· Faculty of Social and Political Sciences
International Relations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 Faculty of Medicine
Medicine

나. 생활 안내
구분

내용

각종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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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대학안내

내용
· 1963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보고르시에 위치한 주립농업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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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itas Airlangga (UNAIR)
가. 대학안내
구분

내용

대학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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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cine
· Faculty of Dentistry
지원가능
학과

· Faculty of Pharmacy
· Faculty of Veterinary Medicine
· Faculty of Psychologi
세부내용 http://unair.ac.id/site/menu/show/125/international-classes-doubledegree-progra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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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