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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3월에 설립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는 단순한 언어 능력을 넘어

구분
선수강필수
전공필수

러시아와 CIS 국가들을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국제적 감각을
겸비함으로써 졸업 후 관련 기업, 학계, 싱크탱크 연구소,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활동할

전공선택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20여 년 동안
교육과 연구, 이론과 실무, 학교-정부-기업, 국내와 해외 네트워크 간 발전적 연계가 가능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습니다.
2007년 11월에 “유라시아 정체성과 문명공존: 유라시아학 체계정립과 지역종합정보시스템

전공선택
(GPAS 러시아)

구축”이라는 주제로 한국연구재단(NRF)의 인문한국(HK) 해외지역연구소로 선정된 이래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아태지역연구센터는 대학원과 연계한

공통필수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론과 연구의 접목을
통한 실무 감각 습득에도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보조원 프로그램을 통한 장학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3월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공동으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ㆍ몽골

공통선택

지역전문가 양성과정(GPAS)을 운영하면서 해당 지역 관련 정규 과목 및 실무 특강 개설,
해외인턴십 및 해외현지조사 파견, 국제학술회의 개최, 학생세미나 활동 및 원우논집 발간
지원, 장학금 수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학술 분야에 Cambridge-Hanyang GPAS Central Asian Program과 МГУ-Hanyang GPAS Program on
Russian Economy를 신설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었
으며, 실무 분야에서 «KEEP 러시아»와 «KEEP 유라시아»를 마련함으로써 산ㆍ관ㆍ학
협력의 실천적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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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선택
(GPAS
중앙아ㆍ몽골)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는 이렇듯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국내 및 전세계

러시아어 I
러시아 실무특강
러시아 정치론
러시아 외교론
러시아 관료제와 정부개혁
러시아의 법과 제도
러시아의 문학과 철학
러시아 경제현안세미나 I, II
러시아 경제사
러시아 정치경제학
러시아 연구특강 II
러시아 금융재무론
지역학연구방법론 I
국제관계론
국제개발협력론
국제무역과 통상정책
국제협상론 I, II
인터넷과 지역정보관리
국제자원환경론
국제경제학세미나
국제법세미나
국제실무실습 I, II
동북아국제관계쟁점연구
국가정보와 국제관계
중앙아시아·몽골 국제정치관계론
중앙아시아·몽골 에너지자원경제론
중앙아시아·몽골 통상정책론
중앙아시아·몽골 역사와 문화
중앙아시아·몽골 국제개발협력론
중앙아시아·몽골 통상실무론

과목
러시아어 II
러시아 경제론
러시아 연방주의와 민족문제
러시아 연구특강 I
현대 러시아의 이해
Field Study
러시아 경영론
러시아 투자환경과 진출 전략
유라시아 지역학
러시아 극동개발론
러시아 기업문화와 협상전략
지역학연구방법론 II
국제관계세미나
남북한관계와 주변4강
국제기구론세미나
계량분석론
외교정책론
NGO와 세계시민사회
국제경영학세미나
국제정치경제론
국제통상법세미나
국제금융론
국제투자론
중앙아시아·몽골 지역경제 및 통합론
중앙아시아·몽골 민족어 I (우즈벡어)
중앙아시아·몽골 투자환경과 진출전략
중앙아시아·몽골 물류경제론
중앙아시아·몽골 민족어 II (카작어)
중앙아시아·몽골 비즈니스 문화 및 협상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갖춘 국제 인력을 양성하고
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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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소개

러시아학과 주임교수 엄 구 호

교수진
주임교수
교수

HK 교수

HK
연구교수

엄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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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국제학대학원장ㆍ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 (법학) 모스크바국립대 박사

류드밀라 유시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어학) 모스크바국립대 박사
정세진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 (사학) 모스크바국립대 박사

김영진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 (경제학) 고려대 박사

강봉구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 (정치외교학) IMEMO 박사

박영은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 (문학) 한국외대 박사

이문우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 (교육학) 美 Indiana Univ. 박사

정국모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 (경제학) 美 UC Davis 박사

변현섭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 (경영학) 모스크바경영대 박사

신보람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 (슬라브학) 英 Cambridge대 박사

심지은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 (문학) 러시아문학연구소 박사

기계형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 (사학) 서울대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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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네트워크

Cambridge-Hanyang GPAS Program
Cambridge CAF - Hanyang GPAS Special Lecture & Seminar Series
•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개발학과 교수진의 유라시아 지역학 특강 및 세미나 시리즈
• 매월 1회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영어로 강의 및 토론 진행(연10회)
• 강의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논문 지도 및 향후 국제무대 진출을 위한 멘토링까지 담당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MAPRYAL
러시아전략문제연구소

Cambridge CAF - Hanyang GPAS Young Fellow's Forum in Central Asia

러시아

러시아과학원극동 문제연구소

• 한양대와

캠브리지 대학교의 참여 교수 및 학생들이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만나 중앙아시아의
대학과 3자 공동으로 학술 세미나 및 현지 조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 참가자 전원 왕복항공료 및 체제비 지원

MGIMO
한국문화원
카잔연방대학교

모스크바

키예프 국립대

우랄연방대학교

키에프

중앙아시아

몰도바 외교부

흑해

블라디보스톡

알마타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카스피해

극동연방대학교

카자흐스탄 전략문제연구소

카프카스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우즈베키스탄 정부부처
우즈베키스탄 마할라재단

키르기스스탄 경제부
우즈베키스탄 동방학대학교
우즈베키스탄 IT훈련원

홋카이도대학 슬라브연구소

•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진의 경제학 특강 및 세미나 시리즈

• 학계,

기업,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전문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자질 및 기
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외 멘토 교수를 배정하여 입학부터 사회 진출까지 학생들
의 학업 및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맞춤형 국제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GPAS(Graduate Program for Area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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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연구

담당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 및 통상연구역량
과 국제대학원이 갖고 있는 교육 특성을 통합하여 Global Korea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 경제에 중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지역
연구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
•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는 2008년부터 「GPAS 중앙아시아ㆍ몽골」과 「GPAS 러시아」
를 단독 수주ㆍ운영해옴.
• 장학금,

해외인턴십, 해외현지조사, 국제학술회의, 학생세미나, 실무특강, 취업 지도 등 다양한 세
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연 평균 2억여 원이 지원됨.

• 국제학대학원과

아태지역연구센터의 전임 교수가 멘토 및 관리를 담당하고, 해외 진출의 경우 모
스크바국립대 경제학과 및 캠브리지 대학교 개발학과 중앙아시아 포럼 교수진에서 멘토링 제공

KEEP Russia / KEEP Eurasia

▶

정규과정

Career
Delvelopment
Center

GPAS
중앙아·몽골

•연 2~4명 선발 (연구계획서 기반)

GPAS
•2~4주 상시 파견
중앙아ㆍ몽골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연 3~5명 선발
•방학기간 내 1~2개월 파견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GPAS
러시아

•연 3~5명 선발

GPAS
•방학기간 내 1~2개월 파견
중앙아ㆍ몽골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Student Activities

• 진출(희망) 기업+대학원생+지도교수의 구성으로 팀당 4명씩 2팀 매년 현지 파견
한-중앙아시아 대학생 대화

원우논집

지역정보 교육
및 멘토링

KEEP 러시아 팀
KEEP 유라시아 팀

Cambridge-HYU

▶
▶

GPAS
러시아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KEEP 유러시아

KIEP

• 시장 환경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 바이어 발굴

▶

문화행사: 영화제 및 문화제

• 실무 교육
• 프로그램 운영 및
경비 지원

현지 출장을 통한 바이어 매칭 및 정보 수집

러시아(유라시아) 마케팅 전략 수립 및 바이어
매칭을 통한 러시아(유라시아) 진출 추진

▶

GPAS
러시아

재학기간내 전원 해외인턴십 기회 부여

•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이 2017년부터 「KEEP 러시아」와 「KEEP 유라시아」를 수행

▶

▶
▶

KF 이스쿨 조교 (연10명)

• 신흥경제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현지 진출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가로 육성하며, 동시에 우
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실시하는 맞춤형 지역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KIEP Emerging Economics Pathfinder)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멘토링

▶

KEEP 러시아

연구참여

▶

МГУ-HYU

KIEP GPAS 장학금 (연12명)

HK 연구보조원 (연24명)

학생포럼, 해외인턴, 문화교류 프로그램, 학술회의

• 2017년부터

캠브리지 프로그램, 모스크바국립대 경제학 특강 시리즈, 「KEEP 러시아」, 「KEEP 유
라시아」 프로그램이 추가로 신설됨.

아태지역연구센터
HK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사업단

연구소 장학조교 (연4명)

조교 장학금 (연4명)

재학기간내 전원 해외현지조사 기회 부여

Career Development System

국가인사청

성적 장학금 (연3~4명)

• 매월 1회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러시아어로 강의 및 토론 진행(연10회)

공공행정 아카데미
전략문제연구소

전원 장학금 혜택

•연 2~4명 선발 (연구계획서 기반)
•2~4주 상시 파견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МГУ-Hanyang GPAS Program

카자흐스탄 누르오탄당

동슬라브

DEPARTMENT OF RUSSIAN STUDIES

러시아학과 특전

•실무능력을 갖춘 지역전문가로 성장
•취업역량 향상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국제관 5층 국제학대학원 행정팀
Tel. 02-2220-0287~8
http://russia.gsis.h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