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ulu 실무 중심 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50명 이상의 국제 학생을 포함하여 9 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Oulu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Oamk, 실무 중심 대학)가 활력이 넘치고 혁신적인 대학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Oamk의 교육은 이론 연구와 전문 기술이 결합된 실무 지향적입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두 가지 학사 학위 프로그램과 네 가지 석사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두 영어로 진행됩니다. 본교의 학사 학위 프로그램으로는 국제 

비즈니스(International Business, BBA)와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BEng)이 있습니다. 

석사 학위 프로그램으로는 문화 예술 분야의 교육 관련 기업 경영, 기술 분야의 인쇄 지능 및 

물/환경 관리, 사회 및 의료 분야의 임상 검안이 있습니다. 

본교 영어 학위 프로그램의 다음 응시 기간은 2020년 1월 8–22일입니다. 

 
 
 

학사 학위 

오울루 실무 중심 대학(Oamk)에는 다음 두 가지 학사 학위 프로그램이 있으며 모두 영어로 

진행됩니다: 

 
 

국제 비즈니스, 경영학 학사 

핀란드나 해외에서 흥미진진한 커리어를 쌓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다문화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업무로 인해 처음 가보는 곳으로 출장 가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나요? 

그러시다면 국제 비즈니스 학사 프로그램을 추천 드립니다. 직장 생활 및 실무 교육을 학습에 

포함시킨 본교 교육은 여러분이 분야에 대한 최신 지식을 확실하게 얻도록 해 드릴 것입니다. 

 
 

정보 기술, 공학사 

오울루 대학교는 ICT로 매우 유명하며 – 현재 코더에 대한 기술 및 혁신 그리고 지역의 수요가 

높습니다. 공학과의 기술 분야에서도 강력한 ICT 중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세계 

프로젝트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및 업무 지식도 개발됩니다. 모든 실세계 프로젝트와 

실무 교육을 통해 학생 시절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직장 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학사 프로그램 응시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는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학위 프로그램은 핀란드 학생과 해외 학생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응시 기간은 2020년 1월 8–22일입니다. 본교의 새로 꾸며진 Studies in English 

brochure(학과목 브로셔(영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사 학위 

핀란드 실무 중심 대학교의 석사 학위는 높게 평가되는 고등 교육 학위로, 졸업자에게 관리자 

직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가능성을 제공해 줍니다. 

본교의 석사 학위 프로그램은 EQF (European Quality Framework: 유럽 고등교육 체계) 레벨 

7에 해당됩니다. 다른 석사 학위 프로그램의 이수 기간은 프로그램의 초점 영역에 따라 60-90 

ECTS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석사 학위는 본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 분야에서 가능하며 

이들 중 다음 네 가지는 영어로만 진행됩니다: 

 
 

교육 관련 기업 경영 석사 학위 

Master’s Degree Programme in Education Entrepreneurship(교육 관련 기업 경영 석사 학위)은 

교육. 기업 경영, 설계 및 혁신 분야를 아우릅니다. 이 학위는 교육 분야의 새로운 혁신(예: 

교육 기술 스타트업 또는 사회 영향 이니셔티브 구축 및 교육 조직 및 회사의 혁신 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영 스타일로 연중 내내 온라인으로 그리고 네 가지 집중적인 일대일의 여러 날 짜리 훈련 

캠프를 통한 수업 시간이 포함된 혼합 학습법을 통해 수업이 제공됩니다. 

 
 

인쇄 지능, 공학 석사 학위 

이 석사 학위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인쇄 지능 설계 및 적용에 대해 익히게 됩니다. 인쇄 

기술은 건설, 자동차 및 보건 기술 등과 같은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쇄 

지능은 센서, 신속 진단, 컨트롤 패널 및 스마트 의류 등의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학습은 오울루 시의 Kotkantie 캠퍼스에서 접촉식 학습이 진행되는 단 한 번의 집중 교육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대부분 진행됩니다. 

 
 

물 및 환경 관리, 공학 석사(MEng) 

물 및 환경 이슈는 개인 및 공공 부문 모두의 전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물 및 환경 관리 석사 

학위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지식 및 능력을 높여서 이들이 물 및 환경 관리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 하고 물 및 환경 관련 공학 컨셉트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제공해 줍니다. 

https://www.oamk.fi/pdf/students-guide-2020-nettisivuil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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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습은 오울루 시의 본교 캠퍼스 중 한 곳에서 접촉식 학습이 진행되는 단 두 번의 집중 

교육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대부분 진행됩니다. 

 
 

임상 검안, 보건 석사 학위(MOptom) 

최근 몇 십 년 간 기대 수명이 극적으로 늘었습니다. 보건 분야의 우선순위가 감염 및 급성 

환자 치료에서 만성 질환 치료 및 장애 관리로 이동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건 체계와 

공급자 모두를 도전에 직면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가된 건강 관리 비용은 다양한 공중 

위생 전략에 대한 필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서는 눈 관리에 종합 건강 관리 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숙달된 전문 보건 전문가를 필요하게 됩니다. Oamk에서 임상 검안, 보건 

석사가 되어 보십시오! 

 
 

다음 응시 기간은 2020년 1월 8–22일입니다. 본교의 새로 꾸며진 Studies in English 

brochure(학과목 브로셔(영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료 

수업료는 영어 학위 프로그램에서 공부하고 수업료 면제가 주어지는 핀란드 거주 허가증이 

없는 비-EU/EEA 학생부터 부과됩니다. 이러한 거주 허가증은 수업료 및 장학금 관련 영문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모든 비-EU/EEA 학사 학위 학생에는 4000€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장학금은 학년도 당 8000€의 수업료를 내야 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본교에서는 학생이 가장 우선시 되며 본교 장학금 시스템도 학생들에게 공부를 계속하도록 

고취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해당 학년도 동안 학점을 55 ECTS 이상 이수한 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소급해서 신청 및 수여됩니다. 즉, 첫 번째 학년도의 장학금은 첫 번째 학년도의 봄 

학기에 신청 및 수여됩니다. 

장학금은 학위 프로그램 중 최적의 공부 시간 동안 수여될 수 있습니다. 즉, 국제 비즈니스의 

학위 프로그램에서는 3.5학년 그리고 정보 기술 학위 프로그램에서는 4년 동안 수여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개인 공부 계획을 따른다면 최적의 공부 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참고! 최적의 공부 시간 이내에 졸업하려면 학생은 60학점/학년도를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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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학위 학생이 최적의 공부 시간 이내에 졸업하는 경우 수업료 장학금은 2500€입니다. 

장학금은 졸업한 이후에 수여됩니다. 장학금과 수업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교 장학금 

수업료 체계 관련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울루에서 생활하기 

오울루 실무 중심 대학(Oamk)은 핀란드에서 가장 매력적인 실무 중심 대학 중 하나입니다. 

오울루 지역은 이 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헬싱키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에 있고 도심으로 곧 바로 연결되는 환승 기차가 있어 핀란드 남부에서 오울루 

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200,000명이나 되는 오울루 지역은 혁신적인 하이테크 

산업, 학계, 과학, 서비스 및 문화의 주요 중심지입니다. 오울루와 Oamk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울루 시에는 뛰어난 연구 및 학습 시설과 함께 다양한 자유 시간 활동 및 아름다운 자연이 

있습니다. 오울루 지역은 핀란드와 해외 모두의 학생, 강사 및 전문가를 위한 활기차고 흥미 

있는 목적지입니다. 오울루는 이국적인 라플란드와 하이킹 가능 지역에서 몇 시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자연 찬미가에 좋은 장소입니다. 핀란드에서 가장 큰 스키 리조트 중 

하나인 루카가 매일 버스로 연결되어 겨울 시즌에는 모든 사람이 눈 쌓인 슬로프와 스키 

루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울루 시는 여러 차례 세계의 10대 혁신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종종 유럽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울루는 ICT – 기술과 혁신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Oamk 기술 학교의 기술 

분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게임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가를 교육하기 

위해 개발된 LAB 수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 프로젝트는 직업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수행됩니다. 학생들은 수업 중에 이러한 방식으로 회사 및 개인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직장 생활에 들어갈 때 큰 자산이 됩니다. 

 
 

주택 

오울루에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다목적의 저렴한 주택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오울루 실무 

종합 대학에는 학생 기숙사는 없지만 핀란드와 해외의 모든 학년의 학생들을 위한 학생 

주택이 있는데 북 핀란드 학생 주택 기금(Student Housing Foundation of Northern 

Finland PSOAS)에서 주로 제공됩니다.. 학생은 개인 시장의 주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PSOAS는 오울루 주변에서 공유, 가족 및 원룸형 아파트를 포함하여 5000 가구 이상의 

연립주택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가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 

https://www.psoas.fi/en/


기숙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방 시설이 갖춰져 있는 저렴한 학생용 원룸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에 공용 부엌, 화장실 및 샤워기가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수도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입학이 허락된 학생은 합격 통지서를 받은 후 PSOAS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오울루가 핀란드에서 가장 바쁜 학생 도시 중 한 곳이므로 매년 8월이면 

학생 기숙사가 신입생들에게 빠르게 예약됩니다. 

주택 가격은 아파트 유형, 크기 및 위치에 따라 다양합니다. 학생 기숙사의 월세는 150 - 

250유료 정도되며, 원룸 연립주택은 240 - 420유로 정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