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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ING 

 

• Сентябрь 2010 – ректором КазУМО и МЯ 

Кунанбаевой С.С. была подписана Великая 

Хартия Университета (присоединение к Бо-

лонскому процессу). 

2010 년 볼로냐협약(유럽교육단일화) 가입 

• 2008 – объявлен институтом для развития 

программы синхронного перевода, финанси-

руем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20008 년 교육부에서 

동시통역프로그램개발연구대학으로 지정  

• 2007 – удостоен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звания 

«Сократ» за вклад в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е  раз-

витие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2007 년 젊은 세대의 지적 계발을 위한 성과로 

국제 <소크라테스>상 수상 

• 2005 – награжден почетной медалью «Объеди-

ненная Европа» за вклад в европейскую инте-

грацию.  

2005 년 유럽 사회에서의 통합 노력으로 

<통일유럽>상 수상  

• 2004 – награжден золотой медалью «Европей-

ское качество»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кадемией  

качества и маркетинга.  

2004 년 국제지적진흥학회 <유럽 퀄리티>상 

수상  

• 2002 – награжден австрийским почетным кре-

стом науки и искусства за вклад университета 

в международ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2002 년 국제교육계에 공헌한 성과로 

<오스트리아 학술 및 예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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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азУМОиМЯ занимает четвѐртое место среди казахстански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спе-

циализирующихся в гуманитарной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ферах (http://iqaa.kz/rankings/rating-

2013/gumvuzy.php), и первое место сред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преподаванию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카자흐스탄 인문 및 경제계열 대학 중 4 위(http://iqaa.kz/rankings/rating-2013/gumvuzy.php) 

카자흐스탄 외국어 교육기관 중 1 위  

• КазУМОиМЯ - един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 Казахстане, который осуществляе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обучение на 14 европейских и восточных языках. 

14 개 언어로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카자흐스탄의 유일한 대학  

• В1941 году был основан как Алматински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1941 년 알마티 외국어사범대학교 설립  

• В 1998 году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был преобразован 

в Казах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мировых языков имени Абы-

лай хана.  

1998 년 카자흐스탄 정부령에 의해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로 개명  

 
 
 

 Число обучающихся студентов - 6000  

 학생수 7000 명  

 Число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 559  

 교수진 572 명  

 Иностранны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 23  

 외국인 교수 17 명  

 7 факультетов  

 7 개 학부  

 5 колледжей  

 5 개 College  

 4 корпуса (здания)  

 4 개 캠퍼스  

 68 иностран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ов-партнеров  

 68 개 해외자매대학 

http://iqaa.kz/rankings/rating-2013/gumvuzy.php
http://iqaa.kz/rankings/rating-2013/gumvuzy.php
http://iqaa.kz/rankings/rating-2013/gumvuzy.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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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кт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총장  

 

Д. ф. н., профессор, академик 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шей 

школы Кунанбаева Салима Сагиевна  

 

Salima S. KUNANBAEVA 

 

살리마 쿠난바예바 

(언어학 박사, 카자흐스탄 학술원 회원)  

 

 

Корпус 캠퍼스 

 

Главный учебный корпус (ГУК) 본관         1-й учебный корпус 제 1 관  
(Муратбаева 200, уг. ул. Курмангазы) 

 
Корпус факульте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3-й учебный корпус 제 3 관 

동양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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Факультеты университета 학부 

 

 Факультет менеджмент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국제경영 및 통신학부  

 Факульте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국제관계학부  

 Переводческий факультет 번역학부  

 Факульте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동양학부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факультет 교육학부  

 Факультет романо-германской филологии 유럽어학부  

 Факультет непрерывного и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교수양성 및 e-learning 학부  

 

 

 

Образование 교육 

  
Средне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колледж)  

College  

Высше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бакалавриат)  

대학  

Послевузовское 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магистратура, докторантура) 

대학원  

•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лицей- кол-
ледж  
언어학  

• Колледж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ервиса и менеджмента 
국제서비스 및 경영 

• Лицей - колледж менедж-
мента и туризма 
경영관광  

•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колледж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교육학  

 

• Факульте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동양학부  

• Переводческий факультет 
번역학부  

• Факультет менеджмент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국제경영 및 통신학부  

• Факультет романно – гер-
манской филологии 

유럽어학부  

•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факультет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교육학부  

• Факульте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국제관계학부  

•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Два ино-
странных языка  
복수외국어  

• Иностранная филология 
외국어문학  

• Переводческое дело 
통번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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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년 제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좌 실시 

• 1998 년 09 월 한국학과 설립(학과장 박 넬리, 1998.09-2012.08) 

• 1999 년 09 월 한국학과 신입생 모집(4 명) 

• 2004 년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중앙대, 계명대, 충북대) 

• 2004 년 07 월 한국학과 1 회 졸업생(3 명) / 2005 년 07 월 한국학과 2 회 졸업생(15 명) 

• 2006 년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대구대, 배재대) / 2008 년 학사/석사 복수학위제 실시(경희대) 

• 2009 년 09 월 KF 객원교수 교체(허숙미→장호종) 

• 2010 년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아주대) 

• 2011 년 06 월 KOICA 봉사단원 철수 

• 2012 년 06 월 AKS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선정(2012.07-2015.06) 

• 2012 년 09 월 통번역학과 신설 (한국어전공 포함) 

• 2012 년 09 월 한국학과 2 대 학과장 김 아나스타샤  

• 2012 년 10 월 한국학센터 설립(소장 박 넬리) 

• 2013 년 02 월 학술지 <카자흐스탄 한국학> 창간호 발간 

• 2013 년 03 월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 개최(6 개 도시 10 개 대학 41 명 참가)  

• 2013 년 05 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http://kaznks.kz) 

• 2013 년 10 월 카자흐스탄 한국학포럼 개최 

• 2014 년 02 월 한국학올림피아드 개최(3 개국 7 개 도시 15 개 대학 50 명 참가) 
 
 

 
 
 

 

 이름 직위 전공분야/학위 본교임용 

1 박 넬리 한국학센터장/ 교수 유럽어학/ 박사 1998.09 

2 김 아나스타샤 한국학과장/ 조교수 외국어(한국어)/ 박사 2005.03 

3 한 넬리 전임강사 외국어(한국어)/ 박사 재학 2000.09 

4 김 울리아나 전임강사 외국어(한국어)/ 석사 2006.09 

5 부르미스트로바 옐레나 강사 외국어(한국어)/ 석사 2006.09 

6 누르갈리예바 아이굴 강사 한국어/ 석사 2008.09 

7 전 옐레나 강사 외국어(한국어)/ 석사 재학 2010.09 

8 김 이리나 강사 언론학/ 학사(5 년제) 2012.09 

9 남 나탈리야 강사 경영학/ 석사 2013.02 

10 이 타티야나 강사 외국어(한국어)/ 석사 재학 2013.09 

11 스비리도바 발렌티나 강사 외국어(한국어)/ 석사 재학 2013.09 

12 염 일리야 강사 한국어/ 학사(본교 졸업) 2013.09 

13 방정식 강사 문화학/ 석사 2010.09 

14 김영경 강사 국어교육학/ 석사 2010.09 

15 유진 초빙전문가 법학/ 박사 2014.02 

16 장호종 KF 파견교수 한국어학/ 박사 2009.09 

한국학 교수진 
 

한국학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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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1 중앙대 9/2 3/3 5/5 2/0 3/2 4/3 3/2 2/1 4/2 2/6 37/26 

2 경희대 
  

3/0 4/5 5/2 4/3 6/4 2/2 4/0  28/16 

3 한국외대 
      

3/7 3/0 4/3  10/10 

4 아주대 
     

5/1 2/0 2/0 1/0  10/1 

5 대구대 
 

2/0 1/1 2/3 2/2 5/2 
 

3/0 2/1 4/2 21/11 

6 배재대 
 

0/2 0/5 4/3 4/0 5/0 4/0 4/0 5/3 2/3 28/16 

7 계명대 5/0 2/0 4/0 0/1 3/0 2/0 4/0 2/0 4/1 2/0 28/2 

8 대전대 
      

2/0 3/2 4/3  9/5 

9 충북대 10/2 8/1 2/2 3/2 4/2 1/3 4/4 2/1 10/3 5/3 49/23 

10 부산외대 
    

2/2 2/0 2/2 
 

2/1  8/5 

11 부경대 
      

2/0 
 

  2/0 

12 원광대 
      

2/0 2/0 2/2 2/0 8/2 

13 중부대 
      

1/0 3/0 0/1  4/1 

14 국민대 
       

1/0 15/1 3/0 19/1 

15 (기전대) 1/0 
       

  1/0 

16 (AKS) 
     

1/0 1/0 1/0 1/0 1/0 5/0 

계(카→한/한→카) 25/4 15/6 15/13 15/14 23/10 29/12 36/19 30/6 58/21 21/14 267/119 
 

 
한국학과 동양학과 통번역학과 제 2 외국어 계 

1 학년 21 24 23 5 73 

2 학년 19 9 20 - 48 

3 학년 38 9 - 87 134 

4 학년 13 6 - 20 39 

석사 2 2 - - 4 

박사 1 - - - 1 

합 94 50 43 112 299 

한국학 수강생 
 

학생 교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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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профессор Пак Н.С. 

한국학센터 소장 - 박 넬리 

Доктор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  

• Член диссерта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по защите докторских 

диссертаций. 

• Член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ссоциации по билингвизму, член 

редколлегии журнала «Билингвизм».  

• Член Европ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еведов. 

• Вице-президент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ссоциации по при-

кладной лингвистике (корееведение),член Центрально-

азиат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еведов.  
• 언어학박사, 교수  

• 카자흐스탄 박사논문심사위원회 회원  

• 국제이중언어학회 편집위원, 유럽지부 회원  

• 국제응용언어학회 부회장  

• 중앙아시아한국학회 회원 

 

 В 2011 году Н.С. Пак  была присвое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награда президента Рес

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Мен Бака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корееведения.  
2011 년 10 월 한글유공자 대통령표창  

 В 2010 году Н.С. Пак стала обладател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гранта Министерств

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К «Лучши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вуза».  
2010 년 카자흐스탄 교육부 <최우수교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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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센터 설립  

(1) 공간적 측면: 한국학자료실, 온라인강의실의 기능을 겸하는 교육 및 연구 공간 

(2) 연구 교육 측면: 학술지 발간, 강좌 및 교재 개발 등을 통해 연구 능력 향상 도모 

(3) 교류 협력 측면: 한국학연구자 DB 구축 등을 통해 한국학의 교류 협력 강화 

   

한국학네트워크 구축  

(1) 인력 양성: 교수세미나/연수 등 전문성 강화와 연구 역량 향상 프로그램 활성화 

(2) 기관 교류: 온라인강의, 복수학위제 등 연구 교육의 실질적 교류 협력 체계 정착 

(3) 성과 확산: 뉴스레터, 학술대회 등을 통한 한국학 연구/교육의 결과물 확대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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