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화 시대, 러시아어 구사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거듭난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예견하고 러시아와 수교를 맺기 훨씬 이전인 1974년 창설된 노

어노문학과는 러시아어 언어 습득을 통하여 학술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을 익히고 비판적인 해석 능력을 갖춘 전문

인을 양성해왔습니다. 노어노문학과는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학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기초적인 학문 탐구를 토대로 국

제 환경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러시아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어와 문학, 지역학 등의 다양

한 교육을 통하여 국제화, 개방화의 추세에 맞추어 러시아어의 실용적 능력을 배양하며, 학문의 심층적인 응용 학습을 

통하여 전인 교육의 완성과 함께 고급 러시아어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노어노문학과 문과대학, Since 1974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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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언어와 문학, 나아가 사회문화 전반까지!

노어노문학은 러시아연방을 비롯하여 독립국가연합의 각 공화국, 그리고 동유럽 제국에서도 공통어로 사용되는 러시아어와 러시

아 문학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분야에서 한러 교류가 증진함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이 높아져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러시아어 구사력의 배양은 필수적인 전제가 될 것입니다. 본 학과에

서는 기초과정에서부터 고급과정에 이르는 단계별 문법교육과 아울러 다양한 회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러시아어학 전공 

교수들과 러시아인 객원교수가 보다 효율적인 러시아어 학습법의 개발과 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어에 대

해 학술적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에게는 일반언어학 및 역사언어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러시아어학 연구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노어노문학의 엔진  러시아어권 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외국어는 그 언어만 집중적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

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워야 진정한 외

국어 학습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느 다른 외국어처럼 러시아

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러시아어권 문화와 예술, 경제, 시사 등에 

대한 흥미를 갖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시아어는 영어와 달리 

어순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장 내에 단어

의 위치가 어디에 오든지 말의 의미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쉽게 흥미를 가지

고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어노문학과에서 러시아어 곳

곳에 녹아있는 순수하고 위대한 슬라브족의 정신을 느끼며 흥미롭게 

러시아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전공수업  러시아의 모든 면모를 정복하다!

19세기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문학은 세계 문학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치면서 서구는 물론 인류 정신문화의 거대한 한 축을 이루어왔습니다. 본 학과에서는 이러한 러시아 문학과 문호들의 창작

세계를 시대별, 장르별, 작가별로 조망하는 다양한 교과목인 러시아 문학기행, 러시아 문학과 영상예술, 근 · 현대 러시아 소설의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구 문학의 큰 틀 속에서 러시아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의를 밝히고, 가깝게는 한국근

대문학 형성 과정에서 러시아 문학이 미쳤던 영향관계를 탐색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제적 사고를 자극하는 것도 본 학과에서 각별

히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노어노문학과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은 러시아어라는 언어를 이해하고 습

득하는 것이므로 러시아어를 단계적 ·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러시아어의 구조, 러시아어 연구, 중급러시아어, 고급러시아

어, 러시아어 회화 등의 학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러시아어, 러시아어 문학 그리고 문화까지 배워 나가면서 노어노

문학이라는 학문을 진정으로 맛보게 됩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러시아어를 파고들자! 러시아어학 

중급러시아어, 중급러시아어회화, 고급러시아어, 고급러시아어회화, 러시아어작문연습,  

러시아어번역연습, 러시아어의구조, 러시아어와우리말, 러시아어특수연구

러시아문학으로 러시아어 배우기! 

러시아문학기행, 근대러시아소설, 현대러시아소설, 러시아문학사, 도스토예프스키,  

푸슈킨, 톨스토이, 러시아문학사, 러시아문학과영상예술, 러시아문학과대중문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면 먼저 문화를 알자! 러시아지역학

러시아사회의이해, 다인종다문화사회, 러시아지역학, CIS지역학, 러시아경제와국제통상,  

CIS권역코리안디아스포라, 러시아역사세미나, 러시아기업문화

이런 학생 노어노문학에 

•  국어와 러시아어를 비롯한 외국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그 누구보다 대단하다.

•  풍부한 독서활동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쌓았다.

•  러시아어권 문화에 대한 흥미가 있어 다양한 제반 체험 

학습 및 활동을 하고자 한다.

•  다양한 나라의 여러 측면에 대해 관심이 있고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다.

•  나와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소통하고자 한다.

•  타 문화를 존중하며 그러한 문화를 만들며 살아온  

사람들의 다양한 의식을 알고 싶다.

•  공부를 해도, 친구들과 놀아도, 혼신을 다해 집중하는 것

을 즐긴다.

 http://www.kuruss.korea.ac.kr/ (국문)
http://www.kuruss.korea.edu/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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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어노문학과의 어제와 오늘
1974년 노어노문학과가 창립된 이래로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2014년 11월 말

에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현재 사회 각계 각층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졸업 선배님

들을 비롯하여 재학생들이 어우러져 갖가지 좋은 이벤트를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학과의 자랑이자 전통인 극예술연구회를 비롯한 학과소모임 재학생들이 

자신들의 끼와 재능을 다른 졸업 선배님들 그리고 재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뜻깊은 시

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부시절의 원어연극활동 그리고 교환학생들과의 간단한 

러시아어 회화소통을 통한 러시아어 활용은 사회에 나가서 러시아 어문학을 전공할 

수 있는 혹은 비전공 분야일지라도 이를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과는 구성원 전체가 훌륭하게 사회에서 제 몫을 해낼 수 있

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어노문학과의 미래

노어노문학 전공 자체가 블루오션, 

제한 없이 어느 분야에서나

Welcome!
외국어는 많이 알면 알수록 큰 힘이 됩니다. 영어, 중국어, 일

본어와 같이 우리에게 친근한 언어도 있겠지만 독일어, 러

시아어 등과 같이 우리에게 생소한 언어도 있습니다. 사실,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언어는 이미 그 언어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넘쳐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웬만큼 잘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어노문학을 공부하게 된 학생은 이미 블루오션을 개척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처 개발되지 않은 엄청난 

자원과 정치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차 통일 한

국과 국경을 접하게 될 러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

할 때, 이 지역 관련 전문가의 수요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것

입니다. 본 학과를 졸업한 동문들은 사회 각계에 진출하여 선

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러시아 관련 학과가 설

치된 대학의 상당수 교수들이 본 학과 출신이며 그 밖에도 많

은 동문들이 뛰어난 어학적 소양과 러시아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안목을 토대로 외교, 언론, 무역, 정보, 행정, 법조,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 관련 최고 전문가들로서 활약하

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할 가능성과 여건은 현

재도 다른 인문학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상태이며 

한 · 러 교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노어노문학 전공

자들이 극동아시아를 무대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

회를 얻고 있습니다. 언론계나 무역계 진출이 가장 활발한

데, 예를 들어 언론사의 해외 특파원이나 국제부 데스크에

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러시아에 대한 지식

특별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  매 학기 러시아의 모스크

바 국립 대학교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우

크라이나의 끼예프 국립 대학교에 교환학생을 

파견합니다. 미래의 한 · 러 관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자 학

생들에게 직접 러시아에서 공부하며 문화를 접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과대학 7+1 프로그램  국제어문학부희망

자 전원이 4년(8학기) 중 1학기 이상을 해외 현

지 언어권 대학에서 수학하는 제도(학기 단위로 

운영) 학생들이 학문으로 노어노문학을 접하는 

것보다 실제로 파견되어 문화, 역사 등 폭넓게 

배우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써 많은 학생들이 

러시아, 벨라루스 등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국가

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3~4학년 재학생 중 희

망자를 대상으로 해외 소재 한국 및 외국공관 · 기

업 · 민간 기구에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CORE사업단 인턴십 프로그램  인턴십 강좌

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해외 및 국내 기업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RE사업 지역학 LAB 프로그램  본 LAB프

로그램은 학부생(학업지원금 수혜자)  - 대학원

생  -  연구교수  - 전임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으로

서 ‘창의적 의제’를 통한 자율적 공동연구를 지

향합니다. 러시아 문화 및 지역학과 관련된 주

제라면 모두 연구가 가능합니다.

CORE사업 인문고전 학습프로그램  재학생

의 인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되지 않은 다양한 고전의 

고전어 학습과 원어 강독을 지원합니다

고교시절에는 정말 집, 학원, 학교, 도서관 외에 가

본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으로 놀

러 다니고 싶은 것 꾹 참으면서 공부했는데 여러

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오면 

정말 이곳저곳 놀러다닐 수 있으니까요! 원하는 

대학, 과에 진학하고 싶은 열정으로 공부, 또 공

부! 이것만이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75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미리보는 노어노문학

러시아어 연구

김진원. 고려대학교출판부. 2000

러시아어로 된 언어학 용어에 대한 우리말 안내

서입니다. 러시아어를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선

택한 학생들을 위한 길잡이로써 음성론에서부

터 텍스트론, 의미론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어학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용어 개념에 대한 설명

과 기본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깊

이 있는 연구의 시작과 성숙을 가능하게 해주는 

길잡이 책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 돈을 위해 펜을 들다

석영중. 예담. 2008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 세계를 '돈'이라는 코드

를 통해 재해석한 책입니다. 강의를 통해 학생

들과 함께 공감하며 도스토예프스키를 재미있

게 읽은 현장 경험을 생생하게 되살려낸 책으

로, 다소 무겁다고 느껴질 수 있는 세계적인 대

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될 것입니다.

톨스토이, 도덕에 미치다

석영중. 예담. 2009

톨스토이의 명작 「안나 카레니나」를 중심으로 

톨스토이의 대표적인 문학작품들과 생애를 살

펴본 책입니다. 「안나 카레니나」라는 고전 명작

을 친숙하게 풀어냈기에, 톨스토이의 세계관 들

여다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대 러시아 읽기(러시아어 텍스트 강독)

김진규, 남혜연.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0

토르플 1단계를 통과한 중급 정도의 러시아어 

수준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책

은 중급 이상 수준의 텍스트를 통해 현대 러시아

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러시아의 위인들〉, 〈문화〉, 〈사회〉, 〈경제〉 4개

의 분야에 걸쳐 총 14개의 다양한 텍스트가 실

려 있습니다. 각 과는 텍스트 외에 문법, 어휘 관

련 연습문제, 해석이 포함되어 있으며, 책의 말

미에는 각 텍스트의 번역을 실어 참고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어와 러시아에 대한 

다양한 상식을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게 추천합니다.

우크라이나 현대사

허승철.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1

우크라이나의 100년 전 역사를 통하여 현대의 

우크라이나를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 우크라이

나의 역사와 정치,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되는 책입니다.

을 바탕으로 국가 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언

어와 지역문제에 전문 지식을 가진 인재의 요구가 절실하므로 국제기관에서의 활동 

또한 매우 낙관적이며, 전문통역, 번역가로의 진출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블루오션

●

시장 개혁

과거 소련은 거대한 영토와 강인한 경쟁력을 자랑했으나, 소련 붕

괴 이후 쪼개진 나라들은 별로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CIS국가들

의 시장 개혁은 다양한 직업분야의 좋은 전망이 되어가고 있습니

다. 노어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역시 블루오션으로 눈여겨볼

만 합니다.

●

한류 문화

오늘날 한류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으로 

역시 한류가 힘을 뻗히기 시작한 현재, 한류 문화 역시 노어노문

학과의 블루오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무비자 협정 

체결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등 몇몇 국가 사이에서는 무비자로 국가를 

오갈 수 있는 협정이 체결 중입니다. 이 협정이 러시아, 카자흐스

탄, 우크라이나로도 확장될 거란 분석이 있는데요, CIS국가들인 만

큼 러시아어 인재가 필요합니다. 노어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

면 역시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요?

길을 가는 후배에게
이렇게 다를 줄이야! 고교시절 생각했던 전공에 대한 오해

대학에 가면 내가 원하는 수업을 무조건 다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학

에 들어와서 보니 수강신청의 승리자가 되어야만 재밌고 인기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더군요! 광클릭! 지금부터 연습하십시오.

이때는 꼭!

   1학년 때 동아리 활동을 해보세요! 자기 취미에 맞는 동아리를 찾아서 

과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고려대학교는 비

공식 동아리까지 합치면 400여 개의 동아리가 있으니 선택권이 정말 

많겠죠

   교환학생에 꼭 지원해보세요! 고려대 등록금만 내고 해외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여행을 많이 다녀 보세요. 1학년 여름방학에 유럽여행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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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는데, 꼭 이때가 아니어도 좋고 유럽이 아니어도 좋지

만 기회가 된다면 가능한 많은 나라를 여행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지고 생각이 트이는 듯

한 느낌을 받을 거에요!

   집중적으로 진로를 정할 시기에요!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성 있게 공

부를 하셔야 해요.

용어상식

‘소련’ 이라는 명칭의 공식 명칭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입니다. 러시아어

로는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CCCP)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공식명칭이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입니다. 소련

의 붕괴 이후 독립한 10개 공화국의 연합체를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라고 합니다. 공식 한국어 명칭은 ‘독립 국가 연합’이고, 현재 총 9개의 공식 

회원국(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몰도바, 타지

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있습니다. 입니다. 러시아어의 공식명칭은 Содружеств

о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이며, 줄여서 СНГ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공

식 명칭은 ‘러시아 연방’입니다. 러시아어로는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Ф)

라고 하며, 영어로는 Russian Federation(RF)입니다.

동아리 & 연구소(학생 자치 활동)

러시아 연극연구회  36년간 러시아 문학 작품을 전문으로 공연해온 단체입니다. 또

한 정기적으로 러시아 문학, 작가, 연극에 관한 세미나를 열어 러시아 문화에 대한 

애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rusdrama/

러시아어회화연구회  러시아어 회화 실력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모임입니다.

카란다쉬(Карандаши)  러시아 · CIS 지역과 국내 거주 중인 고려인 동포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하기 위해 <고려인 전래동화 나눔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의 프로젝트 동아리입니다. 매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

화책을 출판하여 전 세계 고려인 동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http://www.facebook.com/koreakarandash

졸업 후의 진로

졸업생 수  약 1,500명

졸업 후 사회진출 현황

학계 · 교육계  러시아문학, 러시아지역학, 법학 등 학문연구, 대학 교수, 정부 · 민간 연구소 연구

기업계  국내 대기업, 광고대행사, 홍보대행사, 외국인 회사 등

언론계  신문기자, 방송PD, 방송작가 등

출판 · 문화계  작가, 번역가, 통역가, 출판업자 등

정부 · 공공기관 · 법조계  공공기관 공무원, 판 · 검사, 변호사, 정부 부처, 국가정보원 등

언론계  신문기자, 방송PD, 방송작가 등

금융 · 회계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과 회계법인 등

대내 · 외
평가 및 수상실적

고려대 출신의 박형규 전 교수님, 석영중 교수

님, 그리고 김선명 선생님께서 러시아 정부에서 

수여하는 푸쉬킨메달을 받으셨습니다.

해외 교류 현황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МГУ), 상트페테르부르

크 국립 대학교(СпбГУ), 벨로루시 국립 대학

교 (БГУ), 민스크 국립 언어 대학교 (МГЛУ), 

КГУ, КГЛУ, 극동 국립 대학교(ДВФУ), 카

자흐스탄 국립 대학교 (Каз НУ им.аль-

Фараби), 유라시아 국립 대학교 (ЕНУ им. 

Л. Н. Гумилёва), 키예프 국립 언어 대학

교 (КГЛУ), 러시아 민족 우호 대학교 (РУДН)

관련 자격 및 시험

러시아어 자격증 TORFL, SNULT, FLEX

알쏭달쏭 전공과목

    공통교양과목과 핵심교양과목, 전공

탐색 과목 학습을 통한 노어학 및 노

문학에 대한 포괄적 이해 증진

   노어학과 노문학 2개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의 기초 탐구 및 기본적인 내

용 학습 - 중급러시아어(외국어강의), 

중급러시아어 회화, 러시아어의 구조, 

러시아어 번역 연습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2개 전공영역에 

대한 전문학습 - 근대러시아소설, 러시

아 문학강독과 번역, 고급러시아어회

화, 근대 러시아 문화와 시, 고급 러시

아어 

   노어학은 회화 중심, 노문학은 작가 중

심의 심화학습을 통한 노어 및 노문학 

관련 전문성 제고 - 슬라브 언어와 문

화, 러시아 사회와 문화, 도스토예프스

키, 러시아어 교과교육론, 러시아 문학

과 논술, 러시아 문학과 대중문화, 러

시아 문학과 한국문화, 러시아사회의 

이해, 러시아어 토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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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부설 연구소

러시아CIS연구소  러시아 CIS연구소는 1987

년 국내 최초로 『노한사전』 발간하였으며, 대한

민국 정부 및 러시아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여

러 관련 학술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수의 연구원과 교수들을 배출해 온 본 연구

소는 후학 양성과 졸업생들의 성곡적인 사회진

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러대화지원실  한러대화 (Korea-Russian

Dialogue, KRD)는 2008년 한 · 러 정상회담 이

후 한반도의 평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양국에서 시행키로 합의되었습니다. 한

러대화의 주요사업은 <한러대화 KRD포럼>과  

<한러 대학생 대화>입니다. 

러시아센터  러시아정부재단 <루스키 미르>

와의 협약에 따라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

소 산하에 2009년 4월 러시아센터가 설립되

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센터는 러시아 관련 최

신도서와 CD, DVD, IT 자료를 1,000여 점 이

상 구비하고 있으며 러시아어문화 관련 대

중강좌와 러시아 영화제의 운

영, 해외 저명학자 초청학술대

회 개최, 러시아 관련 컨설팅

과 교재개발 및 통번역서비스 

등 대사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Я помню чудное мгновенье:
Передо мной явилась ты,
Как мимолетное виденье,
Как гений чистой красоты.

В томленьях грусти безнадежной
В тревогах шумной суеты,
Звучал мне долго голос нежный
И снились милые черты.

Шли годы. Бурь порыв мятежный
Рассеял прежние мечты,
И я забыл твой голос нежный,
Твои небесные черты.

В глуши, во мраке заточенья
Тянулись тихо дни мои
Без божества, без вдохновенья,
Без слез, без жизни, без любви.

Душе настало пробужденье:
И вот опять явилась ты,
Как мимолетное виденье,
Как гений чистой красоты.

И сердце бьется в упоенье,
И для него воскресли вновь
И божество, и вдохновенье,
И жизнь, и слезы, и любовь.

К 
А.С.Пушки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