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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개
매파루앙 대학은1998년 동남아 국가 연합(ASEAN)
의 중심지이자 메콩 지역의 관문인 치앙라이에 
개교한 공립 자치 대학으로 태국 북부 지역과 인근 
국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현 태국 국왕의 
모친인 스리나가린드라 마이돌 왕비의 업적을 
기리고자 설립되었다.“매파루앙” 은 스리나가린드라 
왕비의 애칭이다.
 
매파루앙 대학은 개교후 거의 2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성장 발전하여 현재 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학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공원 속의 대학” 이라는 슬로건 하에 학교 생활과 
학업을 위한 최상의 캠퍼스 환경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방문단을 
유치하여 다양한 형태의 상호 교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국제협력부서 (The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에서는 입학 신청 절차 등의 기본적인 문의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출입국 절차와 여행 안내에 이르기 
까지 폭넓은 지원과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당신의 미래를 향한 배움의 터전, 매파루앙 대학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화장품 과학 대학
아세안 지역 최초의 화장품 연구에 특화된 선도 교육 
기관이라는 자부심으로 이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이상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교과 과정은 화장품 산업 방면으로 진로를 
정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화장품 과학의 모든 기술적인 
측면과 더불어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전문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학부 과정

•	미용 기술학 학사 과정
•	화장품 과학 학사 과정

대학원 과정
•	화장품 과학 석사 및 박사 과정

치과 대학
매파루앙 치과 대학은 의학과 치의학에 관한 학제적 
지식과 진료 능력뿐 아니라 끊임 없는 자기 개발 
능력과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의식 및 사명감을 갖춘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학부 과정

•	구강 외과학 박사 과정 (태국 시민권자에 한함)

노화 방지 및 재생 의학 대학
노화방지 및 재생 약품 공학 분야에서 태국이 선두로 
자리 매김 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목표로 
본 교육과정은 최신 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효과적인 
환자 대응과 대학원 과정 학생들의 연구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본 과정을 수료함으로써 노화 
방지 및 재생 의학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의료 인재로 성장하게 될 것을 확신하다.
대학원 과정

•	노화 방지 및 재생 의학 석사 및 박사 과정
•	노화 방지 및 재생 공학 석사 및 박사 과정
•	피부과학 석사 및 박사 과정

강의는 방콕 아속 로드(Asoke Road)에 위치한 
매파루앙 병원에서 진행됩니다.

학과 소개 및 교육 과정
농업 대학

매파루앙 농업 대학은 아세안 (ASEAN) 지역 농경 
산업의 구심이 되고자 하는 목표로 질 높은 교육과 
연구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하여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농경 
산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가 사회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책임감, 윤리 의식을 겸비한 소양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학부 과정

•	식품 공학 학사 과정
•	농산물 및 포장재 기술 경영학 학사 과정

대학원 과정
•	식품 공학 석사 및 박사 과정
•	농산물 기술 경영학 석사 및 박사 과정



인문 대학
매파루앙 인문 대학은 학문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인문학 탐구가 
존속될 수 있도록 인문학의 국제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태국어를 비롯한 외국어 학습에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인문 대학은 학문 연구와 언어 
분야에 있어 보다 폭넓은 학식과 교양을 쌓기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배움의 장이 되어줄 것이다. 
학부 과정

•	영어학 학사 과정
•	태국 언어 문화학 학사 과정

대학원 과정
•	전문성 개발을 위한 영문학 석사 및 박사 과정
(International Programme)

정보 통신 대학
다양한 수상 경력으로 빠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정보 통신 대학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정보 통신 전문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IT 산업과 첨단 IT 연구 계의 선구자이자 
혁신적인 지도자로서 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유능한 패널들의 지도하에 IT 업계 현역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된 다차원적이고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학부 과정

•	컴퓨터 공학 학사 과정
•	정보 통신 공학 학사 과정
•	컴퓨터 과학 학사 과정
•	정보 기술학 학사 과정
•	멀티미디어 기술과 애니메이션학 학사 과정
•	소프트웨어 공학 학사 과정

법과 대학
메콩 지역 최신의 실천 지향적인 로스쿨로 자리매김한 
매파루앙 법과 대학은 학제적 접근 방식으로 학생들을 
교수하고 있으며, 도덕적 원칙과 사법 정의 및 직업 
윤리 의식이 투철하고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부 과정

•	법학 학사 과정 (태국어 능통자에 한함)
대학원 과정

•	법학 석사 과정 (태국어 능통자에 한함)

보건 과학 대학
보건 과학 대학의 주된 목표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윤리 의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제 표준을 
능가하는 교육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매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최신 대체 기술에 전통적인 지식과 
민간의 지혜를 접목시킨 통합적인 교과 과정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학부 과정

•	응용 태국 전통 의학 학사 과정  
(태국어 능통자에 한함)

•	전통 중국 의학 학사 과정
•	물리 치료학 학사 과정 (태국어 능통자에 한함)
•	공공 보건학 학사 과정 
•	산업 안전 보건학 학사 과정
•	환경 보건학 학사 과정
•	스포츠와 보건 과학 학사 과정

대학원 과정
•	공공 보건학 석사 과정 

대학원 과정
•	컴퓨터 공학 석사 및 박사 과정
•	정보 기술학 석사 과정



간호 대학
매파루앙 간호 대학은 숙련된 전문 간호 인력을 
배출하고 있는 국내외로 인정받는 간호 교육 
기관으로서, 태국 북부와 메콩 지역의 간호 및 보건 
인력 양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사회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수료 과정

•	간호실습을 위한 (태국 시민권자에 한함)
학부 과정

•	간호 과학 학사 과정 (태국 시민권자에 한함)

이과 대학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도약을 목표로 최상의 교육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문과 기술 발전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자 한다. 더불어 올바른 직업 윤리관을 
배양하여 과학 기술뿐 아니라 나아가 경제, 사회 및 
환경 분야에까지 기여 할 수 있는 소양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학부 과정

•	응용 화학 학사 과정 
•	생명 과학 학사 과정
•	재료 공학 학사 과정

대학원 과정
•	응용 화학 석사 및 박사 과정
•	생명 과학 석사 및 박사 과정
•	생명 공학 석사 및 박사 과정
•	계산 과학 석사 및 박사 과정
•	재료 과학 석사 및 박사 과정

의과 대학
매파루앙 의과 대학은 가족과 지역 사회 의료에 
중점을 두고 환자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전인적 치료를 수행할 전문 의료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립되었다.  의료 과학과 사회 
행동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학문과 연구를 통합한 
학제적 연구 방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도출하며, 더 나아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기치로 삼고자 한다. 
학부 과정

•	의학 석사 과정 (태국 시민권자에 한함)

경영 대학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 지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 정부 부처의 거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글로벌 경영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상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현대적인 교수 방식 도입과 폭넓고 다양한 교과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아세안 지역의 미래를 선도하는 
비즈니스 스쿨로 우뚝 서고 있다. 또한 여러 파트너 
대학과의 다양한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부 과정

•	회계학 학사 과정
•	항공 경영학 학사 과정

 - 항공 서비스
 - 항공 물류경영
 - 항공 운항

•	경영학 학사 과정
•	호텔 경영학 학사 과정
•	물류 공급망 경영학 학사 과정
•	관광학 학사 과정
•	경제학 학사 과정

대학원 과정
•	경영학 석사 및 박사 과정 
•	물류 공급망 경영학 석사 과정



중국학 대학
중국 관련 연구의 학문적 기틀을 제공하고 중국의 
문화, 경제, 사회, 정치 및 국제 관계를 포함한 중국학 
전반에 정통한 숙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학부 과정

•	비즈니스 중국어 학사 과정
•	중어 중문 학사 과정
•	중국학 학사 과정 (중국의 정책과 전략에 초점)
•	중국어 교육 학사 과정 (5년제)

대학원 과정
•	중국어-태국어 통•번역학  

      (* 중국인 학생 지원 불가)
      (** 태국어와 중국어 모두 능통한 자에 한함)

사회 혁신 대학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 문제와 더불어 
국제 사회 성장에 따라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회 
혁신 프로젝트 및 비즈니스 개발에 대해 논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참신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성공적 개발 사례의 부재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와 
경험들을 통한 체험적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부 과정

•	국제 개발 학사 과정

지원 절차
1. 교육 과정 선택
•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 과정을 선택합니다.

4. 매파루앙 대학교 도착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1주일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3. 수강 신청 확인서 수령

5. 수강 신청

2.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한 후 아래 주소로 제출합니다.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IAD)
           Mae Fah Luang University
           333 Moo 1, Thasud, Muang 
           Chiang Rai 57100 Thailand
           E-mail: inter@mfu.ac.th  Fax: +66 (0) 5391 6023

약 4주 이내로 이메일 혹은 전화를 통해 수강 신청 
확인 통지를 받게 됩니다. 
전화나 스카이프 영상 통화를 통해 면접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통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면접 합격자에게는 합격 통지서와 함께 비자 신청 
구비 서류 및 입학 관련 패키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

•

•

•
•

모든 구비 서류는 수강등록처에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모든 비용을 태국 바트화로 지불하고 나면 여러분은 
매파루앙 대학교의 정식 학생이 됩니다. 



MAE FAH LUANG UNIVERSITY
Application for Admission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Doctoral Degree

1. APPLICANT INFORMATION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Passport Number Place of Issue
Date of Issue Date Month Year

/ / Expiration Date Date Month Year

/ /

2. PERSONAL DETAILS Male Female

Nationality Religion

Place of Birth Date of Birth
Date Month Year

/ /
Age Blood Group

(a) Address

Permanent Address

Postal Code
Telephone (Home) Telephone (Mobile)
Fax Email

(b) Current address used for postage (if different from permanent address)

Current Address

Postal Code
Telephone (Home) Telephone (Mobile)
Fax Email

(c) Contact person (in case of emergency)

Name Telephone

Attach 
photo 
here 

(size 1”) 

Application No:   



3. EDUCATIONAL BACKGROUND

3.1 List all schools or colleges you are currently attending or have previously attended beginning with the most recent.

NAME OF SCHOOL, 
COLLEGE, UNIVERSITY

CITY & COUNTRY START DATE FINISHED DATE G.P.A. AWARD GRANTED

***Please Note: If you are applying as a transfer student, please add all course descriptions of the courses you would like to be transferred as an 
attachment to the application, so they may be reviewed by the appropriate departments.

Name and Description of Previous Awards or Scholarships Date Received

Name and Description of Previous Extra-Curricular Activities Date Attended

*** Please add additional sheets of paper as an attachment to the application to the application if space is insufficient.

3.2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Test

English Proficiency Tests Best Scores Date Taken

TOEFL

IELTS

Other.............................

*** If you do not have English Proficiency Test results, an Intensive English Course at Mae Fah Luang University is required.
3.3 Details of Language Abilities

Language
Level of Proficiency (Excellent, Good, Fair)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Native English Speaker Native Chinese Speaker



4. PROPOSED PROGRAMME OF STUDY
(Example: School of Management,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 Tourism Management)

School of

Bachelor of in

Master of in

Doctor of in

Proposed starting date of study

5. PARENT OR GUARDIAN INFORMATIONS

/ /
Date Month Year

(a) Primary Guardian

First Name Last Name

Current Occupation Title

Employer/Company

Home Address

Telephone Email

(b) Secondary Guardian

First Name Last Name

Current Occupation Title

Employer/Company

Home Address

Telephone Email

Sources of financial support during your period of study:
Parent/Guardian………………… Scholarship/Grant (name)…………………………           Other........................................



6. SUPPORTING DOCUMENTS (In English)
Only one copy of each document is required. All documents should be in English or have a certified translation. Originals of documents 
should not be sent. Tick boxes where appropriate.

Enclosed

A completed application form

A single 1-inch photograph

A copy of original Passport

Academic Transcripts from high school level and above

Graduation Certificates from high school level and above

English proficiency score report (TOEFL, IELTS) if any 

Doctor’s Medical Report (certification)

Other (please list).........................................................

I certify all of the above given information and statements to be true and correct.
* Application Fee (300 THB paid upon registration)

How did you hear about Mae Fah Luang University?

Applicant’s signature ...................................................................
/ /

Date Month Year

Online Embassy University

MFU Newsletter From a Friend Other ..................................

Send the completed application form to the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by post, fax, or email to one of the addresses listed below:

Address: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Mae Fah Luang University
Chiang Rai 57100 Thailand
Tel:         +66 (0) 5391 6024  
Fax: +66 (0) 5391 6023
E-mail: inter@mfu.ac.th
Web:          www.mfu.ac.th
Facebook: facebook.com/inter.mfu

Recommendation Letter

(For Master's/Doctoral Degree)

Working Experience Letter

(For Master's/Doctoral Degree)

Publications if any

(For Master's/Doctoral Degree)

Education Exhibition at ...........................



학사 과정
       • 교육부로부터  정식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했거나  12학년,  혹은 그에 동등한 
         자격을갖춘 자

       • 다음과  같은  영어  자격을 갖춘  자
 o TOEFL(토플, PBT 지필)               450 점
 o TOEFL(토플, IBT 컴퓨터)               32 점
 o IELTS(아이엘츠, 아카데믹 모듈)      4.5 점
             참고:
        a. 위의 영어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반드시  Intensive English 를 수강해야 합니다.
        b. 위의 영어 자격을 갖춘 학생은 반드시                 
           Upper Intensive English 를 수강해야 합니다.
        c. 고등학교 과정을 영어를 사용하는 
           국제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중  영어 수업을          
           3 년 이상으로 받은 학생은 반드시 
           Upper Intensive English 를 수강해야 합니다.
        d.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은  반드시 
           Upper Intensive English 를 수강해야 합니다.
        e. 위의 영어 기준이외의  기준의 점수를  
           가진 학생은  본 대학 인문학부가 시험을          
           거쳐 레벨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중국어 자격을 갖춘 차 
         (중국어 관련 학과만 적용) 
 o HSK 3
             참고:
        a. 위의 중국어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반드시  Intensive Chinese 를 수강해야          
           합니다.
        b. 위의  중국어 자격을 갖춘 학생은 반드시  
           Upper Intensive Chiness 를 수강해야  합니다.

석사 과정
•	교육부가 인정하는  정규 학사과정을 졸업했거나 
그에 상응한과정을 졸업하고 학점이 2.50 이상

      인 자.
    • 다음과  같은  영어  자격을 갖춘  자
 o TOEFL(토플, PBT 지필)         450-500 점
 o TOEFL(토플, CBT 컴퓨터)       133-173 점
 o TOEFL(토플, IBT 컴퓨터)               45 점
 o IELTS(아이엘츠, 아카데믹 모듈)      5.5 점
 o MFU-TEP(대학 자체평가)              55 점
             참고:
        a.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b. 영어시험 성적은 2년동안 유효합니다.

박사 과정
•	교육부가 인정한 석사과정이나 그에 상응한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학점이 3.25 이상인 자

    • 다음과  같은  영어  자격을 갖춘  자
 o TOEFL(토플, PBT 지필)         450-500 점
 o TOEFL(토플, CBT 컴퓨터)       133-173 점
 o TOEFL(토플, IBT 컴퓨터)               45 점
 o IELTS(아이엘츠, 아카데믹 모듈)      5.5 점
 o MFU-TEP(대학 자체평가)              55 점
             참고:
        a.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b. 영어시험 성적은 2년동안 유효합니다.

입학 자격



예상 학비
등록금
   - 학사과정 등록금(학기별)
   - 석사과정 등록금(학기별) 

부대비용(학사과정)
   - 입학원서비
   - 집중 영어 기본/고급 과정 연수비 
   - 집중 중국어 기본/고급 과정 연수비
   - 교내 기숙사비 (4인 1실) - 학기별
   - 손해배상 보험료(졸업후 환급 가능)
   - 유지관리비(학기별)
   - 대학 생활에 적응하고 공부하는 방법(강의)
   - 신입생 팩키지
   - 의료 보험료(연간)
   - 건강 검진비(매팔루앙대학 병원)
   - 은행구좌개설 및 학생아이디 카드(ATM 카드) 비용

부대비용(석사과정)
   - 입학원서비
   - 등록금
   - 손해배상 보험료
     (월~금요일 프로그램 수강자에 한함, 졸업후 환급 가능)
   - 유지관리비(연간)
   - 의료 보험료(연간)
   - 은행구좌개설 및 학생아이디 카드(ATM 카드) 비용

비고: * 1 US 달러= 32 바트 (환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매파루앙 대학은 사전 통지 없이 등록금을 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학사 일정

THAI BAHT

26,000 -  78,000
25,000 - 143,000

300
4,000
3,600
4,000
2,000

800
2,200
1,000
2,100

500
200

300
2,000
5,000

300
2,300

200

U.S. DOLLAR *

813 - 2,438
782 -  4,469

10
125
113
125
63
25
69
32
66
16
7

10
63

157

10
72

7

제 1 학기
        • 개강      8월중순

        • 종강     12월중순

제 2 학기
        • 개강         1월초 

        • 종강  5월말       
여름 학기
        • 개강          6월초 

        • 종강  7월말

학비



매파루앙 대학 병원
매파루앙 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는 매파루앙 대학 
병원은 대체 의학과 현대 의학의 통합을 통 해 대체 
요법, 중국 한방 요법을 비롯하여 응급 치료, 진단 및 
의료 서비스, 치과, 피부과 치료 서비스에 이르는 통합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
모든 유학생에게 첫 1년 동안 교내 기숙사 거주가 
보장됩니다. (4인 1실)

교통
교내 무료 셔틀 버스(전기 운송 방식)가 운행되고 
있으며 시내 및 기타 지역 이동 시에는 택시나 미니 
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시설
•	실내 경기장 과 스포츠 센터
•	체육관
•	야구 경기장
•	농구 코트
•	실외 육상 경기장
•	테니스 코트
•	올림픽 수영장
•	휘트니스 파크
•	런닝 트레일
•	싸이클 트랙



특화된 연구센터
 •  천연 제품 혁신 센터
 •  미생물 연구센터
 •  고산족 건강 연구센터
 •  비즈니스 경제 및 물류 연구센터

연구 그룹
 •  천연 화장품 기술 연구그룹
 •  식물 화장품 및 의료용화장품 연구그룹
 •  에너지 원료및 환경연구그룹

연구팀
 •  수확후 기술연구팀
 •  인체 건강을 위한 장기내 미생물 연구팀

특수 연구 단체
 •  지역기반 사회혁신 연구센터
 •  국경지역 경제및 물류 연구사무소
 •  차 연구소

학술지
 • 인문 사회 과학 저널 (MFU Connexion)
 • 식품 과학 및 농업 기술 저널 (JFAT)
 • 언어 및 언어학에 관한 저널 (VJLL)
 • 식물 병리학 및 격리 저널 (PP&Q)
 • 환경 및 응용 균류학 연구 저널 (CREAM)



MFU

Myanmar

China
(Yunnan)

Vietnam

Thailand

Cambodia

Lao 
PDR

Malaysia

Singapore

Brunei Darussalam

Philippines

Indonesia

공원 속의 대학
매콩 지역의 관문

아세안의 중심부에 위치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Mae Fah Luang University

Chiang Rai 57100 Thailand
Tel:  +66 (0) 5391 6024
Fax: +66 (0) 5391 6023

www.mfu.ac.th
inter@mfu.ac.th
facebook.com/inter.mfu

GROOMING
YOU FOR

THE FU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