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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가능성 

국제 취업율 랭킹(Global Employability Rankings), 2011–2014

 

우수 대학 가이드(Good Universities Guide) 2016
Monash는 2016년 우수 대학 가이드에서 다음 분야에 별점 5를 획득하였습니다.   

교직원 자질 | 학생 재학 유지율 | 연구비 | 연구력

우수한 연구수준 
MONASH는 다음 8개의 연구분야에서 '글로벌 기준에 비해 매우 

우수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화학 | 공학 | 경제학 | 역사학 | 법학

의학 및 보건학 | 철학 및 종교학 | 기술학
2015년 호주 연구 우수성 평가기관(Excellence in Research for Australia) 보고서

19개 분야에서
 상위 50위 이내 선정

2016년 QS 국제 분야별 대학 랭킹(World University Ranking by Subject)

상위 
100위 

회계 재무학
인류학

경영 관리학
화학공학

화학
토목 구조공학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
개발학
교육학

경제학 및 계량경제학
영어 영문학

지리학
역사학

법학
기계공학

의학
간호학

약학 및 약리학
사회학

호주 캠퍼스 프로그램은 Monash University 
Malaysia의 프로그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학 입학안내 사무실(Future Students 
Office)에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QS 국제 대학 랭킹(World University Ranking) 2015/16

 67위
세계랭킹

차지

 

 

2016년 국제 대학 학력 랭킹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79위

세계랭킹

73위
세계랭킹

차지차지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대학 랭킹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2015/16

MONASH UNIVERSITY MALAYSIA 2016년 현황
• 학생 6,685명
• 67개국 출신의 학생
• 38개국 출신의 교직원 및 행정 직원 805명
• 11,913명이 넘는 졸업생(1998~2016)
• 7830만 링깃 상당의 장학금 지급(2004~2015)
• 1988만 링깃 상당의 외부 연구비 수주

별도의 날짜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계는 2016년 3월 31일 기준.  

Monash University Malaysia의 학생으로서, 여러분은 호주의 동급생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높은 수준의 대학 교육을 누릴 것입니다. Monash University는 세계 100대 대학 랭킹 내에 꾸준히 
선정되어 왔으며, 이는 혁신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본교의 헌신적 노력과 함께 우수한 
연구를 추구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onash University Malaysia에서 이수한 과정은 
말레이시아와 호주 양쪽에서 인정되며, 해당 국가에서도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합니다.  

Monash는 3개 대륙의 5개 국가에 
위치한 실로 글로벌한 대학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의 리더들은 
졸업생을 고용하고 싶은 대학으로 Monash를 꾸준히 

손꼽고 있습니다. (2014년 세계 랭킹 33위)

Monash University Malaysia에는 다양한 전문 학부 과정 및 
대학원 과정을 제공하는 7개의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호주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남아공



100위 

79위

MONASH UNIVERSITY MALAYSIA
쿠알라 룸푸르(KUALA LUMPUR)에 위치한 호주 대학교 

집에서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세계적 수준의 
학위를 취득하십시오. 생기가 넘치는 복합 
단지인 썬웨이(Sunway)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면서 역동적이고, 흥미로우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수도 중 하나인 쿠알라 
룸푸르 남쪽으로 불과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Monash University Malaysia에서는 1998년부터 
국제적으로 학생을 유치해 왔으며, 학생들이 
양질의 대학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래성
최고의 연구 중심 기관으로, 국가 및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 전도유망하고, 책임감 있으며, 
영향력 있는 리더를 양성하는 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사명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호주의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 혁신, 파급효과가 
높은 연구, 학생의 유동성 보장, 사회의 
기업가 및 산업계 연계를 통해 학생의 
경험과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신념

Monash Malaysia를 선택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일류 대학, 
Monash University의 학위를 
취득하십시오. 말레이시아 
고등교육부(Malaysian Ministry 
of Higher Education)와 
말레이시아 자격 
인증국(Malaysian 
Qualifications 
Agency)으로부터 
인증받았으며, Monash 
University Australia와 호주 3차 
교육 품질 표준국(Australian 
Tertiary Education Quality, 
TEQSA)에서 보증합니다

Monash University Australia
에 교환학생으로 가거나, 
Monash University Malaysia
에서 1년이상 재학 뒤 Monash 
University Australia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

지출비에 비해 높은 가치를 
제공하면서도 호주, 미국, 
영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학비와 생활비

간편한 입학, 결제, 비자 절차와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장학금의 기회

산업계와 강한 연계 속에서 
활발히 연구활동을 하는 수준 
높은 교수진과 최첨단 교육 및 
연구 시설에 대한 접근성

안전하고 보안이 잘되어 있으며 
합리적 가격의 캠퍼스 내 
숙박시설과, 다양한 과외활동, 
스포츠, 및 취미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역동적이고 세계적이며 온화한 
무슬림 환경 내에서 상호 지지 
및 문화적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

인도 아대륙 및 아시아 지역 
국가에의 인접성

학위 취득과 함께 확보되는 
훌륭한 취업 및 커리어 전망

글로벌한 동문 네트워크를 통한 
평생의 국제적 인맥



Monash 
입학 경로

    고등교육 과정 
또는 
Monash College 과정 Part 2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에 개설)

Monash Malaysia 1년차*
• 인문학 및 사회과학
• 경영학
• 공학 

• 정보통신학
• 의학 및 보건 학
• 약학
• 과학 Monash Malaysia 2년차*

• 인문학 및 사회과학
• 경영학
• 정보통신학
• 과학
• 공학 (Monash College 과정 
 Part 2에만 적용됨)

12학년 이수자 요건
• Monash College 기초학년(MUFY) /
 Monash College 과정 Part 1

• A 레벨 / STPM / UEC / 호주 대학입학허가(Australian Matriculation) /
 캐나다 12학년 / 국제 학력 평가시험(International Baccalaureate) / 
 혹은 동등 학력
• 중국: 고등학교 3학년(중국 대학입학시험(Gao Kao) 필수)

•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 일본: 고등학교 3학년 - 일본 고등 학교 졸업증명서(Kotogakko 
 Sotsugyo Shomeisho)

• 인도네시아: 고등학교 3학년(Sekolah Menengah Atas 3), 국가 졸업 
 시험(Ujian Akhir Nasional), 학교 졸업 시험(Ujian Akhir Sekolah)을 
 완료해야 함

11학년 이수자 요건
SPM / O Level /고등학교 2학년(중국) / 고등학교 2학년(대한민국) / 
고등학교 2학년(일본) / 고등학교 2학년(인도네시아) / 혹은 동등 학력

MONASH UNIVERSITY 기초학년(MONASH 
UNIVERSITY FOUNDATION YEAR, MUFY)
Monash 대학 교육과정의 "0년차"에 해당하는 Monash University 
기초학년(MUFY)은 성공적으로 Monash University 학부과정으로 
이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학업의 가교역할을 합니다. 호주 12
학년과 동등한 학력과정으로, 다양한 기간의 모듈식 교육 및 
학습이 제공됩니다. 상당수의 MUFY 이수자들에게 Monash 
University에서의 학위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Monash 
University 입학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monash.edu.my/mufy

MONASH 영어 교육 과정(MONASH 
ENGLISH BRIDGING, MEB)
Monash 영어 교육 과정(MEB)은 영어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노트필기 및 자료조사를 포함하여, 독해, 
작문, 말하기, 듣기의 측면에서 학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IELTS나 다른 
영어 능력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대부분의 Monash 학사과정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간: 15주
과정 전형: 2월, 6월, 10월

monash.edu.my/english-bridging

고등교육 과정(DIPLOMA OF HIGHER 
EDUCATION STUDIES, DHES)
고등교육 과정(DHES)은 대학전 과정(pre-university) / 12학년 / 
혹은 동등 학력자로서 원하는 전공과정에서 요구하는 입학 요건에 
점수가 미달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기초 
학업능력 발달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중요한 학업 및 연구 
능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과정입니다.  

기간: 1년(풀타임)
과정 전형: 2월, 7월, 10월

monash.edu.my/dhes

공통 이수 과정(GENERAL STUDIES)
모든 국제 및 말레이시아 신입생은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공통 이수 과정(General Studies) 또는 공통 이수 과목(Mata 
Pelajaran Pengajian Umum)을 이수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학생인 경우, 공통 이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monash.edu.my/general-studies

Monash University Malaysia는 생각보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Monash 과정은 17세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Monash University의 기초학년 과정, 고등교육 
과정, 혹은 영어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동 대학으로의 입학 허가가 
보장됩니다*

*Monash University 기본 입학자격 요건 및 선수과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인도네시아: Monash University에서는 SMA3 과정의 성적표를 고려합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교육부에는 UAN과 UAS를 통과할 것을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의 모든 고등학교 이수 증명서는 초기 적합성 평가를 위해 입학사무실(Admissions 
Office)에 제출해야 합니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하여 졸업하여도 Monash University Australia의 
동기들과 동일한 명성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싶다면, 멜번(Melbourne)에 있는 4개 캠퍼스 중 
한 곳으로 편입이나 교환학생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호주 그 이상을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Monash University Malaysia의 
학생이 되시면, 31개국이 넘는 곳에 위치한 저희 대학 네트워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한 두 학기 정도를 외국에서 지내고 싶을 경우, 
저희와 연계된 150개 이상의 파트너 대학 중에서 가능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onash.edu.my/abroad

Monash Malaysia 학생으로서 호주 캠퍼스 중 한 곳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더라도, 말레이시아 캠퍼스의 
과정에 해당하는 학비를 내게 됩니다.  

대학 교육의 
허브

금융가 국제공항 교통 저렴한 
숙박시설

여행 
관광지

예술, 문화, 
그리고 전통

쇼핑 다양한 
종교

여러분의 여정은 말레이시아에서 시작됩니다

마리아 윈디야스투티(MARIA WINDYASTUTI) 
캐나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알피어스 탄(ALPHAEUS TAN) 
영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Sunway Monash 레지던스
캠퍼스 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 레지던스는 최대 
2,114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침대, LCD 
TV, 책상과 의자, 옷장, 개인용 소형 냉장고, 
강화유리 보드판, 와이파이 및 개별 냉방이 구비된 
개인침실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사분기(3개월) 당 임대비 
3,450링깃*

Sun-U 레지던스
Monash University Malaysia 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이 레지던스는, 중앙 냉방이 설치된 2인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체육관(멤버쉽 필요), 세탁소, 24시간 편의점, 
수영장 카페테리아, 배드민턴 및 스쿼시 코트, 기도실(무슬림용)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레지던스 최대 수용인원은 
1,852명입니다.  

사분기(3개월) 당 임대비 
2,340링깃*

숙소

MONASH MALAYSIA
에 오시는 길

*임대비는 2016년 기준. 
최신 임대비 관련 문의는 residence@sunway.edu.my 또는 
+60 3 7450 5500번을 통해 Sunway 레지던스 관리실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Sunway Monash 레지던스 Sun-U 레지던스

다양한 예산 범위의 수요를 충족하는 편안한 거주지가 캠퍼스 
안팎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레지던스에 대하여 하단에 기재된 
Sunway 레지던스 관리실에서 운영하는 24시간 경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Monash University Malaysia에는 40개가 

넘는 동아리 클럽과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동아리 활동 및 학생회에 대한 

내용은 musa.monash.edu.my에서 

확인하십시오. 

캠퍼스 
생활

수방 자야
(Subang 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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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란 라군 셀라탄(Jln Lagoon Selatan)

잘란 수방 우타마(Jln Subang Utama)

연방 고속도로(FEDERAL HIGHWAY)

잘란 라군 티무르(Jln
 La

goo
n T

imur)

잘란 라군 바랏(Jln Lagoon Barat)

Sunway University College

BRT 썬웨이 컴플렉스
(Kompleks BRT Sunway)

-

썬웨이 
피라미드
(Sunway Pyramid)

켈라나 자야(Kelana Jaya) /
다만사라(Damansara) / 
반다 우타마(Bandar Utama)에서 
들어오는 방향

KL-세렘반 고속도로(Seremban Highway)
에서 들어오는 방향

클랑(Klang)으로 나가는 방향

USJ에서
들어오는
방향

잘란 라양(Jalan Layang) 

반다 썬웨이(Bandar Sunway)썬웨이 의료센터
(Sunway Medical Centre)

-

익스트림 파크
(XTREME Park)

톨게이트(Toll Plaza)

Monash
University
Malaysia

샤
 알람

 고속도로
(Shah Alam Expressway)

다양한 대중 교통을 이용하셔도 
Monash Malaysia 에 편리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본교 정문 
바로 바깥쪽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인, 썬웨이 BRT(Sunway 
Bus Rapid Transit)를 
이용하시면, 썬웨이(Sunway) 
구내에 위치한 의료, 식당, 
여가생활, 쇼핑몰 등 다양한 
목적지에 가실 수 있습니다. 
버스 뿐만 아니라 쿠알라 룸푸르 
국제공항(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과 쿠알라 
룸푸르 중심지(Greater Kuala 
Lumpur) 안팎의 다른 지역에도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가실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myrapid.com.my에서 
확인하십시오.  

Sun-U 아파트
이 아파트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2인실 혹은 4
인실을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각 방에는 침대, 책상 및 
의자, 옷장, 욕실 온수용 보일러, 냉장고, 와이파이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5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는 Monash University Malaysia에서 도보로 10
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분기(3개월) 당 임대비 
1,140링깃* (4인실; 출입문 측)
1,350링깃* (4인실; 창문 측)
1,680링깃* (2인실)

KLIA로 나가는 방향

푸총(Pu
cho

ng
)에

서 들
어오는 방

향

KL에서 
들어오는 
방향



RM34,000 (Per year) RM37,400 (Per year)Bachelor of Art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 • Global studies • Psychology • Writing • Gender studies
Screen studies (minor) • Journalism studies (minor)

3 years February, July and October

RM34,000 (Per year) RM37,400 (Per year)Bachelor of Communication and Media Studies
Global Studies in Communication and Media • Communication, Media and Screen Studies 

3 years February, July and October

sass.monash.edu.mySCHOOL OF ARTS AND SOCIAL SCIENCES

buseco.monash.edu.mySCHOOL OF BUSINESS

eng.monash.edu.mySCHOOL OF ENGINEERING

infotech.monash.edu.mySCHOOL OF INFORMATION TECHNOLOGY

med.monash.edu.myJEFFREY CHEAH SCHOOL OF MEDICINE AND HEALTH SCIENCES

pharm.monash.edu.mySCHOOL OF PHARMACY

sci.monash.edu.mySCHOOL OF SCIENCE

SCHOOL OF BUSINESS / SCHOOL OF INFORMATION TECHNOLOGY

ALL SCHOOLS

RM35,000 (Per year) RM38,500 (Per year)Bachelor of Business and Commerce
Accountancy • Applied Economics • Banking and Financial Management
Business Analytics • Business Law and Taxation • Econometrics and Business Statistics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 Management • Strategic Marketing

3 years February, July and October

RM35,000 (Per year) RM38,500 (Per year)Bachelor of Business and Commerce
and Bachelor of Communication and Media Studies

4 years February, July and October

RM35,000 (Per year) RM38,500 (Per year)Bachelor of Business and Commerce (Honours) 1 year February and July 

RM37,000 (Per year) RM40,700 (Per year)Bachelor of Computer Science 3 years February, July and October

RM44,000 (Per year) RM48,400 (Per year)Bachelor of Chemical Engineering (Honours)
Bachelor of Civil Engineering (Honours)
Bachelor of Electrical and Computer Systems Engineering (Honours)
Bachelor of Mechanical Engineering (Honours)
Bachelor of Mechatronics Engineering (Honours)
Bachelor of Software Engineering (Honours)

4 years February, July and October

RM33,920 (Per year) RM37,312 (Per year)Bachelor of Psychological Science 3 years February, July and October

RM35,000 (Per year) RM38,500 (Per year)Bachelor of Psychological Science and Business 3 years February, July and October

RM35,000 (Per year) RM38,500 (Per year)Bachelor of Psychological Science and Business (Psychology) (Honours) 1 year February

RM40,280 (Per year) RM44,308 (Per year)Bachelor of Medical Science (Honours) 2 semesters February

RM49,000 (Per year) RM53,900 (Per year)Bachelor of Pharmacy (Honours) 4 years February

RM41,000 (Per year) RM45,100 (Per year)Bachelor of Science (Honours) 1 year February and July

RM41,000 (Per year) RM45,100 (Per year)Bachelor of Science
Applied Microbiology • Biotechnology • Medical Chemistry • Psychology • Tropical Environment Biology

3 years February, July and October

RM41,000 (Per year) RM45,100 (Per year)Bachelor of Medical Bioscience 3 years February, July and October

RM41,000 (Per year) RM45,100  (Per year)Bachelor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3 years February, July and October

RM47,700 (Full course) RM52,470 (Full course)Master of Communications and Media Studies 1.5 years (FT) / 3 years (PT) February

RM40,280 (Per year) RM44,308 (Per year)Master of Arts 2 years (FT) / 4 years (PT) Throughout the year
Subject to availability of supervision

RM33,920 (Per year) RM37,312 (Per year)Postgraduate Diploma in Business and Commerce 1 year February and July

RM66,000 (Full course) RM72,600 (Full course)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18 months January

RM53,000 (Full course) RM58,300 (Full course)Master of International Business 1.5 - 2 years (FT) / 3 - 4 years (PT) February and July

DurationCourse Intakes 2017 Fees
Malaysian Student International Student

RM40,280 (Per year) RM44,308 (Per year)Master of Engineering Science (Research) 2 years (FT)/ 4 years (PT) Throughout the year
Subject to availability of supervision

1 year (FT) / 2 years (PT) February and July RM48,000 (Per year) RM52,800 (Per year)Master of Advanced Engineering (Energy and Sustainability)

2 years (FT) / 4 years (PT) RM53,000 (Full course) RM58,300 (Full course)Master of Business Information Systems February and July

2 years (FT) / 4 years (PT) RM40,280 (Per year) RM44,308 (Per year)Master of Biomedical Science Throughout the year
Subject to availability of supervision

1 year (FT) / 2 years (PT) RM40,280  (Per year) RM44,308 (Per year)Postgraduate Diploma in Biomedical Science February and July

2 years (FT) / 4 years (PT) RM65,000 (Full course) RM71,500 (Full course)Master of Professional Counselling February and July

2 years (FT) / 4 years (PT) RM40,280 (Per year) RM44,308 (Per year)Master of Science Throughout the year
Subject to availability of supervision

2 years (FT) / 4 years (PT) RM40,280 (Per year) RM44,308 (Per year)Master of Philosophy Throughout the year
Subject to availability of supervision

2-4 years (FT) 4-8 years (PT) RM40,280 (Per year) RM44,308 (Per year)Doctor of Philosophy Throughout the year
Subject to availability of supervision

RM34,000 (Per year)Bachelor of Arts (Honours) 1 year February RM37,400 (Per year)

*Part-time studies for postgraduate courses are not availab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FT: Full-time     PT: Part-time

RM9,700 (Full course) RM9,700 (Full course)15 weeks February, June and OctoberMonash English Bridging

Non-Science Stream
RM31,000 (Per year)
Science Stream
RM35,000 (Per year)

Non-Science Stream
RM34,100 (Per year)
Science Stream
RM38,500 (Per year)

1 year (FT) February, July and OctoberDiploma Of Higher Education Studies

RM97,000 (Per year) RM106,700 (Per year)Bachelor of Medicine and Bachelor of Surgery (Honours) 5 years March



문의처
업무시간:
월-금 오전 8:30부터 오후 6:00

본교 과정 문의 상담 가능 시간:
월-금 오전 8:30부터 오후 6:00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문의사항
전화번호 +60 3 5514 6000
팩스 +60 3 5514 6001
이메일 mum.info@monash.edu

주소
Monash University Malaysia
Jalan Lagoon Selatan
47500 Bandar Sunway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monash.edu.my

이 책자의 내용은 발행일을 기점으로 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Monash University 
Malaysia에서는 정기적으로 갱신 내용에 따라 
책자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웹사이트(www.monash.edu.my)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Monash University Malaysia,
Marketing and Future Students 제작
Copyright © 2016 Monash University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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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QA/SWA0118, MUSC/APA/007 (PA), MQA/SWA0103, MQA/SWA0106, 
MQA/SWA0104, MQA/SWA0107, MQA/SWA0171, MQA/SWA0108, 
MQA/SWA0110, MQA/SWA0172, MQA/SWA0109, MQA/FA4650, 
MUM/APA/008 (PA), MQA/FA7521, MQA/FA7520, MQA/FA7519, 
MUM/APA/016 (PA), MQA/SWA0123, MQA/SWA0124, MQA/FA5833, 
MUM/APA/019 (PA), MQA/SWA0125, MQA/SWA0131, MQA/SWA0160, 
A7256, MUM/APA/015 (PA), MQA/SWA0129, MQA/SWA0130, 
MQA/SWA0113, MQA/SWA0114, MQA/SWA0127, MQA/SWA0119, 
MQA/SWA0177, MQA/SWA0120, MQA/SWA0111, MUM/APA/010 (PA), 
MQA/SWA0112, MUM/APA/018 (PA), MQA/SWA0163, MUM/APA/011 
(PA), MUM/APA/012 (PA), MQA/SWA0187, MUM/APA/020 (PA), 
MUM/APA/016 (PA), MQA/SWA0121, MQA/SWA0122, MQA/SWA0117

monashmalay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