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ULT TRAINING COURSE
월-금

9:30-12:30 / 13:30-15:00

수업내용 : 9:30-11:00 General Speaking
11:00-12:30 IELTS Preparation
비용 : 등록비 10만원 + 수업료 4주 80만원
( 오후수업 추가 4주 35만원 )

▣ SCHOOL PREPARATION COURSE
월-금

9:30-12:30 / 13:30-15:00

수업내용 : 9:30-12:30 Readig, Writing, Speaking,
Vocabulary, Grammar
비용 : 등록비 10만원 + 수업료 4주 80만원
( 오후수업 추가 4주 35만원 )

m2lacademy

m2l

말레이시아 소개

지리적 조건 : 총 329,758 km² 면적을 차지하며 약 40마일의 바다로
구분되어 서부 말레이시아와 동부 말레이시아의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뉨
서부 말레이시아는 반도의 형태로 동쪽으로는 남중국해, 서쪽으로는 말
라카 해협이 있고, 태국은 북쪽의 이웃 국가이며 싱가포르는 남쪽 끝에
위치
동부 말레이시아는 연방 영토와 두 개의 큰 주, 즉 보르네오 섬의 북쪽을
차지하는 사바와 사라왁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부 말레이시아는 11 개
주와 2 개의 연방 영토로 구성

자연적 조건 : 가뭄,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없고 미세먼지 없이 공
기가 청정함

문화적 조건 : 말레이 인, 중국인 및 인도인으로 구성된 2,900 만 명 이
상의 인구가 살고있는 다인종 국가이며 그 외의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교육, 사업, 취업의 목적으로 모여 미니아시아라 불림
종교는 이슬람교를 말레이시아의 공식 종교로 정하고 있지만 헌법은 모
든 인종에 대한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기독교, 힌두교, 불교 및 다른
종교와 같은 신앙이 자유로움.

경제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안전한 나라로서 심각한 범죄율이 낮
은 국가이며 종교의 영향으로 향락문화가 없슴.

조호바루 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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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2%가 유학생이라고 할 정도로 좋은 유학의 조건을 가진 말
레이시아는 영국, 호주, 미국 대학의 분교에 진학하거나 말레이시아
대학의 트위닝 제도를 이용 말레이시아에서 해외 대학 이수 가능
교육혁신 도시로 개발 중인 신도시 Nusajaya의 Edu City 내에 영국
의 Reading University, South Hampton, New Castle 등 이 외에도
유럽의 우수한 대학들 유치
NUS, NTU,SMU 등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가
진 싱가포르와 인접한 조호바루는 싱가폴의 대학에 진학하여 통학
가능하며 EDU CITY 내에 있는 유럽의 우수한 대학 진학 가능
호텔경영, 요리, 디자인 등 특화된 분야의 전문학교들에 진학하여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싱가포르에서의 구직이 가능
화교 인구 비율이 높아 영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까지 공부 가능
Edu City 대학 Lsit
- Reading University Malaysia (경영대학,약학,심리, 영국)
South Hampton(공과대학, 영국)
New Castle(의과대학, 영국)
Multi Media University(멀티미디어, 미국)
Netherlands Marine Institute of Technology(해양과학,네덜란드)
MDIS(경영개발연구원, 싱가폴)
Raffles University(디자인,싱가폴) 등

어학원 소개
- 위치 :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공동 투자한 신도시
Iskandar Puteri에 있는 Citrine Hub 1F에 위치
- 영어강사 : 미국, 영국, 호주에서 유학한 말레이시아 선생님
국제학교, 어학원에서 다년간 경험을 보유.
발음이나 티칭 능력 최고 수준의 강사진
중국어강사 : 북경대학교 외국인티칭 과정 수료

어학원 수업 내용
▣ ADULT TRAINING COURSE
Speaking : 교재를 기본으로 회화 중심의 수업
Topic을 정하여 Free Talking
Media를 이용한 Listening 훈련
IELTS : IELTS 공식 지정 어학원 M2L에서 체계적으로 준비
고득점을 위한 Reading, Writing 위주의 수업
▣ SCHOOL PREPARATION COURSE
Reading, Writing, Speaking, Vocabulary, Grammar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수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