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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Special about

Hanyang’s Russian Studies?
1. 재학생 전원 장학 혜택 및 전원 해외인턴쉽/해외현지조사 기회 부여
2. 인문한국(Humanities Korea) 사업 러시아ㆍ유라시아 연구사업단(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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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장학금 혜택,
전원 해외인턴쉽/해외현지조사 기회부여

성적장학금 등록금의 60%, 40%, 20% 감면
GPAS 장학금 매년 GPAS 성적우수자 총16명에게 장학금 지급

ㆍㆍ 300만원×8명, 200만원×8명

3. KIEP 러시아, 중앙아시아ㆍ몽골, 중국 경제전문가 양성 과정(GPAS) 교육기관(연2억)
4. MAPRYAL(국제 러시아어문학 교육자 협회)
World Festival of Russian language 한국대회 주최기관

조교장학금
ㆍㆍ 학과장 연구조교: 등록금의 60% 감면
ㆍㆍ 외국인교수 연구조교: 등록금 60% 감면
ㆍㆍ 아태지역연구센터 HK사업단 연구조교: 매학기 총12명, 학기당 각 240만원~480만원

5. 러시아 및 CIS 지역 대학 대상 KF Global E-School 사업단(연2억)
6. 학생교환ㆍ연구ㆍ해외인턴 글로벌 네트워크
7. 국가포럼 주관기관: 한러포럼, 한카자흐스탄 포럼, 한투르크메니스탄 포럼

ㆍㆍ Journal of Eurasian Studies 및「중소연구」출판 조교: 1명, 매달 100만원
ㆍㆍ KF-HYU Global e-School 조교: 매학기 총4명, 학기당 각 200만원
ㆍㆍ 러시아학과 홈페이지 관리 조교: 1명, 매년 80만원
ㆍㆍ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원: 총2명, 전액 장학금
ㆍㆍ 한양통번역센터 간사: 1명, 월급여 160만원

8.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 : 체제전환시기 구 사회주의권 국가 DB (6억)
9. 지식경제부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 : 키르기즈공화국
정책 컨설팅

해외 인턴 및 해외 현지조사
ㆍㆍGPAS 중앙아시아ㆍ몽골 수강자 중 매년 8명을 해외인턴으로 선발하여 왕복
ㆍㆍ항공료와 현지 체재비 지원
ㆍㆍ GPAS 수강자 중 매년 8명을 해외(러시아 및 CIS 지역) 현지조사 파견자로 선발하여
ㆍㆍ 왕복 항공료와 현지 체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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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수준의 지역연구+교육 인프라
국내 최고의 러시아ㆍ유라시아 지역 연구기관인 아태지역연구센터와 해외지역학 고등 교육 기
관인 국제학대학원의 유기적 연계, 즉 연구와 교육 인프라가 결합된 REACH(RussiaㆍEurasia
Academic Cluster of Hanyang University)시스템을 통해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아태지역연구센터 HK 러시아ㆍ유라시아 연구사업단: 2007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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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전공의 전임 교수진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전임교수 2명 + 아태지역연구센터 전임교수 4명, 연구교수 5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파견 교수 다수
멘토 교수를 배정하여 입학부터 사회 진출까지 학생들의 학업 및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제전문인력 양성 시스템(Career Development System) 운영

(Humanities Korea) 사업 해외지역연구소로 선정되어 10년간 80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 프
로젝트 수행 중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eurasiahub.org 참조)

엄구호

연세대/모스크바국립대

유라시아 지역학, 정치경제론

Yushina Ludmila

모스크바 국립대

러시아어학, 러시아 문학

정세진

한국외대/모스크바 국립대

러시아ㆍ유라시아 역사 및 종교

강봉구

한양대/IMEMO

러시아ㆍ유라시아 정치 및 국제관계

김영진

고려대/고려대

러시아ㆍ중앙아 정치경제, 경제발전

박영은

한국외대/한국외대

러시아 문학, 중앙아 영화

변현섭

고려대/모스크바국립경영대

러시아ㆍ유라시아 경제경영

김보라

연세대/인디아나대

러시아ㆍ동슬라브 언어학

기계형

고려대/서울대

러시아ㆍ중앙아 역사(일상사)

우평균

고려대/고려대

러시아ㆍ동슬라브 정치 및 국제관계

심지은

연세대/러시아문학연구소

러시아ㆍ중앙아 문학 및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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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GSIS 지역경제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GPAS(Graduate Program of Area Studies)

2008년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중앙아시아ㆍ몽골, 러시아, 중국 지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연 2억 원 규모) 운영

프로그램:
소정 과목 이수한 학생에게 각 프로그램 별 Certificate 발급

▲GPAS 중앙아ㆍ몽골 : 국제학술회의

▲GPAS 러시아 중국 공동 국제학술회의

GPAS 중앙아시아ㆍ몽골 (Full Package): 전공과목개설, 장학금, 해외인턴, 해외현지조사, 해외학자
초청강연, 학생세미나, 실무특강
GPAS 러시아 (Special Package): 전공과목개설, 해외학자 초청강연, 학생세미나, 실무특강
GPAS 중국 (Special Package): 전공과목개설, 해외학자 초청강연, 학생세미나, 실무특강
▲GPAS 중앙아 실무 특강

장학금 :
매년 GPAS 성적 우수자 16명에게 총 4천만 원의 장학금 지급
해외인턴쉽 및 해외현지조사
매년 16명 선발하여 러시아ㆍCIS 및 중국 지역에 해외인턴 또는 현지조사 파견

▲GPAS 러시아 실무 특강

특별초청강연
GPAS 각 프로그램 별로 해외 저명학자들을 초청하여 국제학술회의 및 초청강연회 개최

실무특강
주기적으로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의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할 뿐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 부여
ODA 특강 시리즈: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들을 초청하여 특강 시리즈 구성
러시아 법률 전문가 특강 시리즈: 국내외 러시아 관련 법조인 초청하여 러시아 법률 특강 시리즈 구성

▲해외 인턴쉽

▲해외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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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RAYL 세계러시아어문학축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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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Global e-School

한국학의 세계확산을 위해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후원(연2억)으로
해외 유수 대학에 한국학 관련 학점 인정 실시간 온라인 화상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한양대학교 e-School 대상대학: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 (MGIMO University), 극동연방대학교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우랄연방대학교 (Ural Federal University), 카잔연방대학교 (Kazan Federal University),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al-Farabi Kazakhstan National University), 아제르바이잔 외교아카데미
(Azerbaijan Diplomatic Academy),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동방학대학교(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키르기즈 공화국 대통령 산하 공공행정 아카데미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under the President of the kyrgyz Republic), 우크라이나 키예프 국립대(Taras
Shevchenko National University of Kyiv)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 동안 이스쿨 수강생과의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
공동 워크숍, 한국문화체험, 학생 간 교류 행사 등
개요 :
러시아 ‘국제 러시아어문학 교육자 협회(MAPRYAL: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eachers
and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가 주관하는 World Festival of Russian Language II
(2013-2014)의 한국 대회
한국대회명칭:“Рус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в эпоху глобализации: Фестиваль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для студентов в Корее”

취지 :
2013-2014 MAPRYAL 세계 러시아어문학 축제 한국 유치를 계기로 한국에서의 러시아학 진흥
및 러시아 관련학과 간 협력 분위기 조성
학생들에게 러시아 관련 전공의 비전을 제시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함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러관계 발전에 기여

프로그램 :
러시아 영화제, 한러학생포럼, 초청특강, 러시아 노래경연대회, 러시아 퀴즈경연대회, 러시아
도서전시회, Master Class, 라운드테이블, 러시아 민속공연, 연회 등

7

국내 및 국제 네트워크
국가명

Kazakhstan

Mongolia

연구 및 사업관련 네트워크

기관명

교류내용

카자흐스탄 대통령 산하 전략문제연구소

한카포럼
중앙아시아 국제학술회의

누르오탄 당(카자흐스탄 집권당)

한카포럼

알파라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

E-School

고려일보,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AK Group, CIS
Group, Fino System, 법무법인 아주, ㈜ 태웅로직스,
HS-DSK Co.

해외인턴 파견

몽골정보통신우정국

해외인턴 파견

우즈베키스탄 마할라 재단

KOICA 프로젝트

우즈벡 IT 훈련원

KOICA 연수

Tow Co. Ltd., 서중물류

해외인턴 파견

Tashkent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E-school

KOTRA 바쿠 무역관

해외인턴 파견

KOICA 아제르바이잔 사무소

해외인턴 파견

아제르바이잔 주요정부부처

KOICA 연수
아제르바이잔 외교아카데미 E-School

대한민국 대사관

해외인턴 파견

Kyrgyz Investment and Credit Bank

해외인턴 파견

경제부

2014 KSP

대통령 산하 공공행정 아카데미

2014 KSP, E-School

전략문제연구소

2014 KSP

국가인사청

2014 KSP

재무부

2015 KSP

Tajikistan

국제기아대책기구

해외인턴 파견

Moldova

몰도바 외교부

KOICA 연수

Turkmenistan

투르크메니스탄 정ㆍ관ㆍ학계 지도자

한투포럼

Japan

홋카이도 대학 슬라브연구센터

학자 교류, 공동 프로젝트

러시아 과학원, 극동문제연구소

한러국제학술회의

상트 페테르부르크 유럽대학

연구 교류

주 러시아 한국문화원

해외인턴 파견

러시아 극동연방대학

E-School

러시아 우랄연방대학

E-School

러시아 카잔연방대학

E-School

러시아 MAPRYAL

한국 행사 주관

러시아 전략문제연구소(RISS)

학자 교류, 공동 프로젝트

Uzbekistan

Azerbaijan

Kyrgyz Republic

Russia

Korea

국제교류재단

E-School, 한러포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PAS, 중앙아시아 학술대회

국제협력단(KOICA)

각종 국내 초청 연수 프로그램

성동구청, 성동구민대학

시민강좌, 인문학 강좌

서울아트시네마

러시아 영화제

서울국제포럼

한-카자흐스탄 포럼

외교통상부

국가포럼, 에너지 프로젝트

이스쿨 대상기관

학생 교환 글로벌 네트워크

8

국가포럼 주관기관

3. 한국-투르크메니스탄 포럼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KIEP, 국제교류재단 주관으로 2010년 5월 창설, 2015년 4월 개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개별 국가들과의 정책 협의체인 국가 포럼을 주관함으로써
산ㆍ관ㆍ학계를 아우르는 국가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취지 및 목적:
양국의 정부, 의회, 재계, 학계, 과학ㆍ기술계, 사회ㆍ문화계, 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고위 지도급 여론주
도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주요 현안에 대하여 상호간 진솔하고 개방적인 의견교환과
토론을 통해서 상호 이해의 공감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정부 및 주요 유관기관에 전달함으
로써 양국의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각계 고위 인사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 한국-러시아 포럼
한양대 중소연구소(아태지역연구센터의 전신) 주관, 국제교류재단 후원으로 1995년 창설된 후 양
국을 오가면서 현재 13차까지 개최됨.

2. 한국-카자흐스탄 포럼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서울국제포럼, KIEP, 카자흐스탄 누르오탄당, 대통령 산하 전략문
제연구소 주관으로 2010년 4월 서울에서 창설

4. 한국-몽골 포럼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주관으로 2010년 12월 창설

5. 한국-러시아 학생 포럼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주관, 주한러시아 대사관 후원으로 2011년 5월 창설, 2014년 제3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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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 및 학생지도

유라시아 지역 연구회 운영 및 원우 논집 발간
GPAS 참가 대학원생들을 주축으로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중국 등을 모두 아우르는 유라시아
지역의 동향 및 주요 이슈들을 연구ㆍ분석하는 학술 세미나와 유라시아 시장 진출 모의 프로젝트
를 구상, 발표, 토론하는 실무 프로젝트 연구회를 격주로 개최.
전자는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주제를 선정, 발표하게 하고 이를 논문으로 발전시켜 자체적인 학술
지(『중앙아시아연구 원우논집』,『국제학원우논집』)를 발간하게 함으로써 미래 지역전문가로서
의 학문적 소양과 연구역량 및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대학
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서 지역 관련 실무자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실무적 사고 역량을 함양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러시아 유라시아 영화제(RussianㆍEurasian Film & Culture Readings)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들의 고전 또는 최근 명작 영화들을 주제별로 엄선하여 시내 상영관
에서 무료 상영함으로써 학생 및 일반 시민들에게 이 지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함.
러시아ㆍ유라시아 연구사업단의 교수들과 러시아학과 학생들이 기획부터 자막 번역까지 공동 작업
을 통해 지금까지 5회 영화제를 개최함.

▲제1회 영화제

Career Development System
지역전문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자질 및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 학생별로 멘토 교수를 배정하여
입학부터 사회 진출까지 학생들의 학업 및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제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주 12시간의 러시아어 정규 과목 이외에 비즈니스 러시아어 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졸업 후 전공
관련 분야 취업을 위한 체계적 지원
국립외교원 입학 대비반 지원: 국립외교원 입학 희망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스터디 그룹에
대한 지원 (지역전형 준비반, 전문분야전형 준비반)

▲제2회 영화제

▲제3회 영화제

▲제4회 영화제

원우 논문 경연대회
1년 동안 담당 교수 및 멘토의 지도 하에 발전
시킨 논문들을 기반으로 매년 말 원우논문경연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작에게는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논문집 발간

GSIS Hanyang University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2016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개요
모집인원

석사과정 ○○명, 박사과정 ○명

전형방법

서류 및 면접전형

전형일정

가. 원 서 접 수 : 2015년 10월 26일(월) 9:00 ~ 11월 9일(월) 24:00까지
(인터넷 접수만 가능 http://gsis.hanyang.ac.kr, http://www.uwayapply.com)
■첨부서류제출
직접방문 : 2015년 10월 26일(월) ~ 11월 9일(화) 17:00 도착 (토, 일 제외) - 접수시간 : 09:00~17:00
등기우편 : 2015년 11월 10일(화) 소인분까지
나. 전 형 일 시 : 2015년 11월 21일(토) (박사과정 13:30~, 석사과정 14:30~)
다. 합격자 발표 : 2015년 12월 04일(금) 10:00 이후 (예정)

특전

장학특전 : 매 학기별로 각 장학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
성적우수장학/조교장학/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학 / 일본학과 백성기 장학금 /
한국학과 라종일 장학금 / 외국인 유학생 장학(국제협력처)
국제학대학원 연구조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및 중국문제연구소 연구조교, 교육조교 등
유급조교 기회부여

문의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TEL. 02-2220~0287, 8
1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행정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http://gsis.h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