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나은 삶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러시아어 교육 

러시아어교육학과 

옴스크. 시베리아. 러시아. 



   멀고도 가까운 

시베리아 

러시아 중심에 위치한 옴스크 

오블라스트는 시베리아 고유의 

사고방식을 간직함과 동시에 

동서양을 연결합니다. 

 

옴스크는 시베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2016 년에 옴스크는 

300 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옴스크는 대규모 산업, 과학, 교육 및 문화 

센터입니다. 



 

OmSPU 

옴스크국립사범대학교는 

러시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시베리아 서부의 

최대 교육 단지에 있으며,      

85 년의 역사와 오랜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은 옴스크 내에서 

역사적인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리적 이점에 

힘입어 학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도시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Department of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 

1991 

ГОД  

ОСНОВАНИЯ 

86 

МАКСИМАЛЬНЫЙ 

ВОЗРАСТ СТУДЕНТОВ 

14 

МИНИМАЛЬНЫЙ 

ВОЗРАСТ СТУДЕНТОВ 

33 

СТРАНЫ-ПАРТНЁРЫ ОмГПУ 

50%

35%

10%

3%

2%

АЗИЯ

ЕВРОПА

БЛИЖНЕЕ ЗАРУБЕЖЬЕ

АФРИКА

АМЕРИКА И 

АВСТРАЛИЯ

우리 학생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 아프리카: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콩고 

• 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태국, 몽골 

• 유럽: 프랑스, 독일, 호주, 이탈리아, 벨기에, 

터키, 스페인 

• 미국, 호주 

• 중앙아시아/코카서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투르크 

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우리 학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어 분야의 교육에 중점을 둔 교육학 학사학위 

• 준비과 (1 학년: 초등교육, 2 학년: 고등교육) 

• 외국인 대상 개인 연구(언어 목표 및 수준에 따라 달라짐) 

• 외국인 및 국내 학생들을 위한 언어 인턴십 

• 러시아어 및 국가 연구를 위한 여름 및 겨울 학교 

• 전문 재교육 프로그램 “러시아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 TORFL 시험을 위한 외국인 시민 상담 

• 1-대-1 과외 

Примечание [DH1]: Established in 
 

Age of youngest student 
 
Age of oldest student 
 

Our partnered countries 



 

 

 전통과 혁신 

교육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진행되며 

전문 모듈과 비즈니스 러시아어를 

포함합니다. 

우리 부서는 외국 비즈니스 담당자와 함께 일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학생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배우게됩니다. 

• 전시회, 박람회, 경매 

•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수입 및 수출 

• 러시아의 은행 및 세금 시스템 

• 투자 및 국제 파트너십 

• 인프라 및 운송 개발 

• 생태와 에너지 단지 

• 러시아의 사실과 수치 

• 비즈니스 대화 및 통신 

우리 부서의 외국인 학생들은 문화 휴일, 마스터 클래스, 전시회 및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교수진 

러시아어교육학과 교수진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항상 노력합니다.  



 

 

 

 

추천의 글 

엔리코 카우다나, 이탈리아 

나는 항상 옴스크에서 보낸 시간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극장, 영화, 공휴일 및 전통을 포함한 

러시아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이치 네바타, 일본 

옴스크에서 곧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직장에서 일본어, 영어, 러시아어를 

구사합니다. 러시아어를 잘 한다는 칭찬을 들었을 때, 저는 옴스크에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신다고 대답했습니다. 

마리오 로셔, 오스트레일리아 

모든 것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매우 좋고 재미 있고 흥미로운 수업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 

모두 훌륭한 선생님들이셨다고 내년에 다시 옴스크에 돌아올 것이다! 

로이 사노, 일본 

나는 옴스크를 사랑합니다! 옴스크는 날씨와 요리가 좋을 뿐 아니라, 이곳 사람들이 개방적이고 

친절할 뿐만 아니라 매우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옴스크는 이미 내 고향이 되었습니다! 

소냐 체라졸리, 이탈리아 

감사합니다 OmSPU! 진정한 러시아 영혼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시베리아는 내 집이 

되었습니다. 

코사쿠 모로카, 일본 

나는 9 개월 동안 옴스크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매우 따뜻합니다. 러시아와 러시아에 대해 너무 

아는 것이 슬프다. 이제 저는 우리 나라 사이에 다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나데즈다 브라운, 미국 

공부하는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교수님들은 항상 모든 질문에 정성껏 답하고 러시아 문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테마를 갖도록 개별 계획을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수님들은 러시아어에 대한 나의 이해 뿐 아니라 인생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러시아어교육학과 

파르티잔스카야 4A, #205 

옴스크, 러시아 622043 

 

kafrus@mail.ru 

 

www.rki-omgpu.com 

http://bezoshibok.ucoz.ru/index/russia_omsk/0-76 

https://omgpu.ru/directory/c-russian-foreign-language 

+7 (3812) 24 39 81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