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바로알리기 민간단체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사 업 명

올바른 한국문화-경제발전상 홍보를 위한 행사 및 세미나 프로젝트

사업기관

키르키즈 한국대학(Kyrgyz Korean College)

사업책임자

미나라 쉐리쿨로바(Minara Sherikulova)

사업기간

동의서제출일로부터 ~ 2019.11.30

사 업 비

금9,000,000원(금구백만원정)

사업진행현황

1. 전체 사업 진행 개요
1) ‘2019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행사: 5회
가. 2019년 9월 20일: 비슈케크 시 2번 슈콜라(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키르기즈 한국대학,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학생 초청 행사
(선 시티 체육관)
나. 2019년 11월 13일: 추이 주 알라메진 1번 슈콜라
다. 2019년 11월 19일: 추이 주 레베디노프카 1번 슈콜라
라. 2019년 11월 20일: 추이 주 니즈니알레메진 슈콜라
마. 2019년 11월 27일: 추이 주 레베디노프카 2번 슈콜라-김나지움
2) 특강 및 세미나: 2회
가. 2019년 10월 8일: 제1회 특강 및 세미나(다마스 호텔)
나. 2019년 11월 22일: 제2회 특강 및 세미나(다마스 호텔)
3) ‘2019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사업 종료 간담회: 1회
• 2019년 11월 29일: 키르기즈 한국대학 ‘코리아 코너’

2. ‘2019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행사 진행 현황: 총 5회
1) 제1회 ‘2019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및 ‘한국문화의 날’ 행사
• 일시: 2019년 9월 20일 10:00~15:00
• 장소: 비슈케크 시 선 시티(Sun City) 체육관
- 선 시티 체육관은 키르기스스탄 태권도 국가대표 전용 체육관으로서
키르기스스탄 거주 고려인이 운영을 하고 체육시설인데, 이번 한국관
련 행사를 위해 장소를 협찬 하였음.
• 전체 참석 인원: 420여 명(키르기즈 한국대학 및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재학생 330여 명, 비슈케크 2번 쉬콜라 재학생 70명, 키르기즈 한국대
학·중앙아시아한국대학·2번 슈콜라 교직원 20여 명)
• 행사 내용
- 키르기즈 한국대학·중앙아시아한국대학·2번 슈콜라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2019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진행
- ‘한국문화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사물놀이, 한국 부채춤, 태권도 시

범, 키르기스스탄 전통춤, 키르기스스탄 전통악기 연주, 한국의 전통
놀이(제기차기, 줄다리기 등) K-POP 경연, 체육 행사(족구, 배구, 기타
게임)를 진행
- 한국문화 행사 및 게임은 모든 참가자를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어
진행
- ‘한국문화의 날’ 행사는 키르기스스탄 문화 공연도 같이 병행하여 상
호 문화교류 및 화합의 의미를 강조하였음.
- 특히 참여한 슈콜라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뿐
만 아니라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참가자 모두에게 점심 제공
• 슈콜라 학생 참석자를 위한 교통편 제공
• 상품 및 경품 제공
2) 제2회 ‘2019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행사
• 일시: 2019년 11월 13일
• 장소: 추이 주 알라메진 1번 슈콜라
• 전체 참석 인원: 300여 명(9~11학년)
• 행사 내용: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및 한국문화 공연
3) 제3회 ‘2109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행사
• 일시: 2019년 11월 19일
• 장소: 추이 주 레베디노프카 1번 슈콜라
• 전체 참석 인원: 300여 명(9~11학년)
• 행사 내용: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및 한국문화 공연
4) 제4회 ‘2019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행사
• 일시: 2019년 11월 20일
• 장소: 추이 주 니즈니알레메진 슈콜라
• 전체 참석 인원: 300여 명(9~11학년)
• 행사 내용: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및 한국문화 공연
5) 제5회 ‘2019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행사
• 일시: 2019년 11월 27일
• 장소: 추이 주 레베디노프카 2번 슈콜라-김나지움
• 전체 참석 인원: 300여 명(9~11학년)
• 행사 내용: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및 한국문화 공연
6) ‘2019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행사 진행요원
가. 키르기즈 한국대학 교수
• 총괄 책임자: 베이쉐날리예브 굴시야(키르기즈 한국대학 디렉터)
• 사업책임자: 쉐리쿨로바 미나라(키르기즈 한국대학 교수/이사장, 중앙
아시아 한국대학 교수)
• 현장 행사 진행 담당, 특강 및 세미나 사전 준비: 백태현(키르기즈
한국대학 교수)

• 공연팀 및 행사 참석인원 사전 준비: 텐 이리나(키르기즈 한국대학
교수)
• 행사 장비 및 물품 사전 준비: 카이포바 베르멧(키르기즈 한국대학
교수)
나. 특강 및 세미나 참가 슈콜라 교장(교감), 교사 및 지자체 교육행정 담
당자 초청, 방문 슈콜라 사전 섭외 및 선정: 톡토마토바 살끄나이(키
르기스스탄 교육과학부 라이선스 및 감사국 슈콜라 담당 팀장)
다. 키르기즈 한국대학 참여 학생
• 매회 행사 참가 총 학생수: 25~30명
: 매회 학생들의 수업 시간을 고려하여 참여 인원 선정
• 한국문화 공연 담당: 키르기즈 한국대학 사물놀이팀, 한국 부채춤 팀
• 태권도팀: 제1회 행사만 참여
• 방송 음향장비 담당자
• 행사장 안내 및 한국음식(김밥) 시식 담당 학생
7) ‘2019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행사 개요
가. 행사 내용
• ‘2019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행사의 목적과 의의 소개
• 한국 경제, 문화관련 강의
• 한국 경제, 문화관련 동영상(1편) 시청
(동영상 자료제공: 주키르기즈공화국 한국대사관)
• 한국문화 공연
• 한국 음식(김밥) 시식
나. ‘2019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식순
• 전체 행사 진행: 쉐리쿨로바 미나라 교수
• 국민의례: 양국 국기에 대한 경례, 양국 국가 제창
• 환영사: 슈콜라 교장(혹은 교감)
- 당일 슈콜라의 상황에 따라 다름.
• 인사말: 쉐리쿨로바 미나라 교수
• 한국 경제 강좌: 백태현 교수
• 한국 경제, 문화 관련 동영상 시청(러시아어)
- ‘놀라운 한민족’(러시아어 동영상: 10분)
• 한국문화 강좌: 쉐리쿨로바 미나라 교수
• 한국문화 관련 공연
- 사물놀이: 매회 참여
- 한국 부채춤: 매회 참여
- K-POP(그룹 댄스): 부분 참여
- 태권도 시범: 부분 참여
• 한국 음식(김밥) 시식, 음료수: 매회
• 한국 관련 질의 응답 및 사진 촬영

8) ‘2019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행사 준비물
• 행사용 현수막 및 엑스 베너
• 행사용 장비: 이동용 앰프, 믹서, 프로젝트, 이동용 스크린, 노트북
컴퓨터, 유무선 마이크, 사진기
• 양국(한국, 키르기즈) 국기
• 행사용 의상: 한복(2~4벌), 대학 단체 티셔츠
• 사물놀이 악기 및 의상
• 한국 부채춤 팀 의상 및 소품
• 태권도 시범 장비
• 행사 진행용 소품: 안내 학생용 명찰, 쓰레기 수거 비닐봉투, 휴지, 물
티슈 등
• 행사용 차량 임대: 중형버스, 승용차
• 행사용 음식: 김밥(한국식당 주문), 음료수
• 행사음식용 소품: 큰 쟁반(5개), 1회용 컵, 식탁보
9) ‘2019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행사 진행 관련 특기 사항
가. 사전 준비
• 방문 슈콜라 섭외 및 선정
• 각 공연팀 인원 선정 및 사전 공연 준비
• 참가 학생 인원 선정 및 점검
• 음향 장비 및 행사 준비물 점검
• 행사 음악 점검
• 음식 예약, 음료수 및 기타 소모품 구입
• 행사 차량 사전 예약
나. 행사장 준비
• 슈콜라 담당자(교장 및 교감) 행사 사전 협조 요청
• 현수막 부착, 엑스 베너 설치
• 컴퓨터, 프로젝트, 스크린 설치 및 점검
• 음향 장비 설치 및 점검
• 음식 및 음료수 세팅
• 공연 준비
• 행사장 최종 점검: 참석 학생 인원수, 행사장 의자 수 등
• 행사장 안내
다. 행사 후 관리
• 장비 및 준비물 철수
• 행사장 청소 및 쓰레기 수거
• 키르기즈 한국대학 행사 참여 학생 및 교수 점심 제공
• 행사 후 전체 회의를 통해 행사 진행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향
논의
10) ‘2019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행사의 취지 및 목적

키르기스스탄의 한류 및 한국어와 한국학 교육에 대한 열기는 여타
중앙아시아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편이다. 이같은 현상은 여타 중앙아
시아 지역에 비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한국 유학
및 한국 취업에 대한 강한 열의가 현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마치 한국을 꿈의 나라와 같이 생각하는 이도 적지 않다.
키르기스스탄 내 보편적인 한국문화의 주 소비층은 초중고등학교(슈콜
라) 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층들이다. 이들의 주요 접촉 정보
창구는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한 매스미디어가 그 주류를 이룬다. 개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한국 관련 정보는 큰 홍보 효과
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곧 바로 한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2019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진행되는 5번의 행사는 최근 한국
의 발전된 경제, 문화상, 특히 한국문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키르기스
스탄에 보다 자세하게 알리고 그 교육적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하는 계
기가 되었다.

3. 특강 및 세미나 진행 현황: 2회
1) 제1회 특강 및 세미나(다마스 호텔)
가. 특강 및 문화공연
• 일시: 2019년 10월 8일 오전 10:00~12:30
• 장소: 다마스 호텔(2층 다이아몬드홀)
• 전체 참석 인원: 430여 명
-

키르기즈 한국대학 및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재학생 및 교직원
410여 명

-

세미나 초청 슈콜라 교장(교감), 교사 및 지자체 교육행정담당자
20명

• 주제 특강
-

발표자: 하태역 (주키르기즈공화국 한국대사관 대사)

-

주제: “한글”

나. 세미나
• 일시: 2019년 10월 8일 오후 13:40~16:00
• 장소: 다마스 호텔(1층 크리스탈홀),
• 전체 참석 인원: 30명
-

세미나 초청 슈콜라 교장(교감), 교사 및 지자체 교육행정담당자
20명

-

세미나 발표자 및 교직원 10명

• 세미나 발표 내용
① 김용현(키르기스스탄 문화정보관광부 자문관)

: 한국관광
② 이슬라모바 안젤라(키르기즈 한국대학)
: 국제관광시스템 하에서의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문화적 소통
③ 세인필 아셀(중앙아시아 한국대학)
: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의 민간신앙 비교
➃ 안다셰프 울란(중앙아시아 한국대학)
: 키르키스스탄 슈콜라 학생들 눈으로 보는 한국
➄ 스탐베코바 티나티나(키르기즈 한국대학)
: 문화의 교차점에서의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⑥ 쉐리쿨로바 미나라(중앙아시아 한국대학)
: 한국의 대중문화 소개
2) 제2회 특강 및 세미나(다마스 호텔)
가. 특강 및 문화공연
• 일시: 2019년 11월 22일 오전 10:00~12:30
• 장소: 다마스 호텔(2층 다이아몬드홀)
• 전체 참석 인원: 430여 명
-

키르기즈 한국대학 및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재학생 340여 명

-

추이 주 슈콜라 학생: 70여 명
(슈콜라 학생 참석자를 위한 교통편 제공)

-

세미나 초청 슈콜라 교장, 교감, 교사 20명

• 주제 특강
-

발표자: 하태역 (주키르기즈공화국 한국대사관 대사)

-

주제: “한국경제 발전 과정”

나. 세미나
• 일시: 2019년 11월 22일 오후 13:40~16:00
• 장소: 다마스 호텔(1층 크리스탈홀),
• 전체 참석 인원: 30명
-

세미나 초청 슈콜라 교장, 교감, 교사 20명

-

세미나 발표자 및 교직원 10명

• 세미나 발표 내용
① 이슬라모바 안젤라(키르기즈 한국대학)
: 국제관광시스템 하에서의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문화적 소통
② 세인필 아셀(중앙아시아 한국대학)
: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의 민간신앙 비교
③ 스탐베코바 티나티나(키르기즈 한국대학)
: 문화의 교차점에서의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➃ 백태현(키르기즈 한국대학)
: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
➄ 쉐리쿨로바 미나라(중앙아시아 한국대학)

: 한국의 대중문화 소개
3) 특강 및 세미나의 목적
본 ‘2019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행사의 주 목적은 대학생 및
대학 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과 교사, 교육행정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및 경제발전상을 제대로 알리고 홍보 하는 데에 있다. 일선 학
교 교육현장에서 한국을 제대로 알리고,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에는 누구보다도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과 교육행정담당자
의 역할이 지대한 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최근 한국의 발전된 경제, 문
화상을 보다 자세하게 알리고 그 교육적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세미나 주제 발표를 한 5명의 연구자들은 키르기스스탄 한국 전
문가로서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 및 비교를 통한 연
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발표를 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각
발표 내용에 대해 큰 흥미를 가질 수 있었고, 나아가 한국문화의 다양성
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는 감사의 소감들을 피력하
였다.

4. ‘2019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사업 종료 간담회
1) 간담회 개요
가. 일시: 2019년 11월 29일 오전 10:00~12:30
나. 장소: 키르기즈 한국대학 코리아 코너,
다. 사회: 쉐리쿨로바 미나라(키르기즈 한국대학 교수/이사장)
라. 전체 참석 인원: 24명
• 키르기스스탄 교육과학부: 아쿨로바 박티굴(Акулова Бахтыгуль, 키르
기스스탄 교육과학부 라이선스 및 감사국 과장) 톡토마토바 살끄나이
(교육과학부 라이선스 및 감사국 슈쿨라 담당 팀장)
• 비슈케크 시 슈콜라 교감: 6명
-

에딜베코바 디나라(2번 슈콜라 교감)

-

듀센베코바 질파라(57번 슈콜라 교감)

-

톡토가지예바 아이누라(84번 슈콜라 교감)

-

이자토바 아이누라(74번 슈콜라 교감)

-

무하메트카리 크즈(50번 슈콜라 교감)

-

주케쇼바 굴라임(72번 슈콜라 교감)

• 주요대학 참석자: 타시토바예바 부룰(Таштобаева Бурул, 키르기스스
탄 기술대학교), 신데스까야 예브게니아(Синдецкая Евгения, 비슈
케크 국립대학교), 몰도가지예바 누르딘(Молдогазиев Нурдин, 아
라바예바 대학교)
• 키르기즈 한국대학 참석자: 베이세날리예바 굴시야(키르기즈 한국대학

디렉터), 쉐리쿨로바 미나라, 백태현, 텐 이리나, 카이포바 베르멧, 박
엘레나, 스탐베코바 티나틴, 이슬라모바 안젤라,
• 한국 관련업체 참가자: 다스마토바 자즈굴(잘 아르티스트 회사 대표)
조룹베코바 누리야(잘 아르티스트 법무팀 부장), 오스마날리예프 루
스탐(아르티스트 글로벌 부장), 김야나(텐 예카테리나 스투디오 메니
저)
2) 간담회 내용
본 간담회는 ‘2019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사업의 성공을 위
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키르기스스탄 교육과학부 라이선스 및
감사국의 아쿨로바 박티굴 과장과 톡토마토바 살끄나이 슈콜라 담당 팀장
을 주축으로 키르기스스탄 한국어 및 한국학 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
력하고 있는 비슈케크 국립대학교, 아라바예바 국립대학교, 키르기스스탄
기술대학교의 주요 교수 및 본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키르기즈 한국
대학의 주요 교수, 그리고 한국관련 주요 업체의 대표자를 초청하여 본
사업 과정에 대한 총평과 그 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대화의 장
을 마련하였다.
3) 간담회 목적
본 간담회의 목적은 ‘2019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 및 그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그 주된 관심사였다. 간
담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2019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
좌’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다마스 호텔에서
개최된 2번의 특강과 세미나, 그리고 선 시티 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문
화의 날’ 행사는 큰 호평을 받았다. 다마스 호텔에서 진행된 주키르기스스
탄 한국대사관 하태역 대사의 2번의 특강은 참석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고, 세미나 또한 참석자에게 한국의 경제와 문화상을 제대로 알리는
큰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11월 22일에 개최된 2번째 특강
에는 추이 주 소재 슈콜라 학생 70명이 초대되었는데, 본 특강을 통해 참
석 학생들은 한국 경제 발전상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좋
은 시설의 호텔에서 한국대사의 특강을 듣는 평생 기억에 남는 좋은 경험
이 되었다는 후평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 사업이 향후 계속 지속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
고, 이를 통한 한국과 키르르기스스탄의 상호 문화 교류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4) 본 사업의 기대 효과
① 슈콜라 학생 및 대학생
- 한국문화 홍보
- 한국의 경제발전상에 대한 이해 확보
- 한국관련 이해도의 제고
- 한국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초 기지로 활용

② 슈콜라 교장(교감), 교사 및 지자체 교육행정담당자
- 키르기스스탄 내 한국어 교육 및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 교육의
필요성 인식 제고
- 한국학 교육방법론의 질적인 발전의 필요성
-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 교육자들을 위한 재충전, 재교육 기회 제공
- 키르기스스탄 슈콜라 교과서 내 한국관련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기타

1. 2019년 10월 8일 제1회 특강 및 세미나 프로그램
<행사 일정>
09:30~10:00 등록
10:00~10:30 개회식
장소: 다마스 호텔, 다이아몬드홀 (2층)
사회: 백태현(키르기즈 한국대학 교수),
쉐리쿨로바 미나라(중앙아시아 한국대학 교수)
개회사: 베이세날리예바 굴시야(키르기즈 한국대학 디렉터)
축사: 하태역 (주키르기즈공화국 한국대사관 대사)
다미르 울루 막삭(키르기스스탄 문화정보관광부 차관)
굴미라 에센굴로브나(키르기스스탄 교육과학부 라이선스 및 감사국장)
축하공연: 키르기즈 한국대학 사물놀이패 공연
기념 촬영
10:30~12:00 주제 특강
장소: 다이아몬드홀(2층), 좌장: 백태현(키르기즈 한국대학 교수)
발표자: 하태역 (주키르기즈공화국 한국대사관 대사)
주제: “한글”
12:10~13:30 중식(레스토랑 임페리얼 1)
13:40~16:00 오후 세미나 발표
장소: 다마스 호텔, 크리스탈홀(1층)
좌장: 쉐리쿨로바 미나라(중앙아시아 한국대학 교수)
1. 김용현(키르기스스탄 문화정보관광부 자문관)
: 한국관광
2. 이슬라모바 안젤라(키르기즈 한국대학)
: 국제관광시스템 하에서의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문화적 소통
3. 세인필 아셀(중앙아시아 한국대학)
: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의 민간신앙 비교
4. 안다셰프 울란(중앙아시아 한국대학)
: 키르키스스탄 슈콜라 학생들 눈으로 보는 한국
5. 스탐베코바 티나티나(키르기즈 한국대학)
: 문화의 교차점에서의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6. 쉐리쿨로바 미나라(중앙아시아 한국대학)
: 한국의 대중문화 소개

2. 2019년 10월 8일 제1회 특강 및 세미나 참석자(슈콜라 및 교육행정
담당자) 명단
<비슈케크 시 참석자>

1) 아르스탄베코바 제이넵(Арстанбекова Зейнеп Мамажановна)
- 9번 학교 교장
2) 아브잔베코바 아이미라(Абжанбекова Аймира Эркиновна) - 18번 학교
교장,
3) 카라브초바 빅토리아(Кравцова Виктория Львовна) - 41번 학교 교장,
4) 사르다르베코바 아이누라(Сардарбекова Айнура Карагуловна)
- 50번 학교 교장
5) 코르니엔코 올가(Корниенко Ольга Петровна) - 57번 학교 교장
6) 오무로바 카님잔(Омурова Канымжан Жусупбековна) - 68번 학교 교장
7) 나자르쿨로바 다미라(Назаркулова Дамира Алтынбаевна)
- 72번 학교 교장
8) 이마날리예바 디나라(Иманалиева Динара Капашевна) - 84번 학교 교장
9) 누라임 산자르벡(Нурайым Санжарбек кызы) - 74번 학교 교감
10) 졸치예바 엘리타)Жолчиева Аэлита Алибековна - 비슈케크 시청
교육국 부장
11) 알림쿨로바 굴자트(Алымкулова Гульзат Мусулумбековна) - 레닌 구청
교육국 부장
12) 무사예바 라하트(Мусаева Рахат Ишенбековна) - 페르밤마이 구청 교
육담당 국장
<추이 주 참석자>
13) 맘베토바 키질굴(Мамбетова Кызылгуль Шаршеновна) - 카이르민
슈콜라 교장
14) 아브드라흐노바 아나라Абдрахманова Анара Аскаровна) - 카라지카츠
슈콜라 교장
15) 맘베티바노바 굴누라(Мамбетиманова Гульнара Масаралиевна)
- 베르부라크 슈콜라 교장
16) 아디예프 마나스(Адиев Манас Жумабаевич) - 레베디노프카 3번
슈콜라 교장
17) 오모로바 아슬칸(Оморова Асылкан Шерматовна) – 2번 슈콜라 교장,
18) 제트미시바예바 누리야(Джетмишбаева Нурия Аблабековна)
- 니즈니 알라르차 슈콜라 교장
19) 우마타리예바 굴바르친(Уметалиева Гульбарчын) - 알라메진 1번
슈콜라 교감,
20) 우즈데노바(Узденова М.А.) – РОО 부장

3. 2019년 10월 8일 제1회 특강 및 세미나 관련 언론보도자료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839
<2019년 10월 22일 재외동포신문>

비슈케크서

‘찾아 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열려

키르기즈 한국대학 주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 일환
비슈케크 시와 추이 주 교육행정가 및 교육‧문화 전문가, 초중고 교장단 등
430여 명 참석
키르기스스탄 현지인들에게 한국 경제와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가 10월 8일 비슈케크 소재 다마스호텔에서 열렸다.
키르기즈 한국대학이 주최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후원한 이 행사는 현지
대학생 및 대학 교수, 교육‧문화 분야 종사자들에게 한국 문화와 경제발전
상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주제 특강과 <2부> 전문가 세미나로 나눠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비슈케크 시와 추이 주 지역 교육행정 담당자들과 교육‧문화 전문가, 초중
고등학교 교장단, 키르기즈 한국대학과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학생 및 교직
원 등 4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키르기즈 한국대학의 백태현 교수와 중앙아시아 한국대학의 셰
리쿨로바 미나라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베이세날리예바 굴시
야 키르기즈 한국대학 디렉터의 개회사와 하태역 주키르기즈공화국대사, 다
미르 울루 막삭 키르기스스탄 문화정보관광부 차관, 굴미라 에센굴로브나
키르기스스탄 교육과학부 라이선스 및 감사 국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키르기즈 한국대학 사물놀이패의 공연 후, 하태역 대사가 ‘한글’을 주
제로 한글의 구성원리,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 등에 대해 강의했다.
오후에는 교육전문가와 학교 교장단들을 대상으로 학술세미나가 진행됐다.
세리쿨로바 미나라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세미
나에서는 ▲김용현 키르기스스탄 문화정보관광부 자문관이 ‘한국관광’ ▲이
슬라모바 안젤라 키르기즈 한국대학 교수가 ‘국제관광시스템 하에서의 한국
과 키르기스스탄의 문화적 소통’ ▲세인필 아셀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교수
가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의 민간신앙 비교’ ▲안다셰프 울란 중앙아시아 한
국대학 교수가 ‘키르키스스탄 슈콜라(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눈으로 보는 한
국’ ▲스탐베코바 티나틴 키르기즈 한국대학 교수가 ‘문화 교차점에서의 키
르기스스탄과 한국’ ▲셰리쿨로바 미나라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교수가 ‘한
국의 대중문화 소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키르기즈 한국대학의 백태현 교수는 “키르기스스탄의
한류 및 한국어와 한국학 교육에 대한 열기는 중앙아시아의 다른 어느 나
라보다도 강한 편이며, 한국문화 주 소비층은 초중고등학교(슈콜라) 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이라며, “2019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

바로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 행사가 최근 한국의 발전된 경제,
문화, 특히 한국문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키르기스스탄에 보다 자세하게
알리고 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현수 기자>

4. 2019년 11월 22일 제2회 특강 및 세미나 프로그램
<행사 일정>
09:30~10:00 등록
10:00~10:30 개회식
장소: 다마스 호텔, 다이아몬드홀 (2층)
사회: 백태현(키르기즈 한국대학 교수),
쉐리쿨로바 미나라(중앙아시아 한국대학 교수)
개회사: 베이세날리예바 굴시야(키르기즈 한국대학 디렉터)
축사: 하태역 (주키르기즈공화국 한국대사관 대사)
축하공연: 키르기즈 한국대학 사물놀이패 공연
기념 촬영
10:30~12:00 주제 특강
장소: 다이아몬드홀(2층), 좌장: 백태현(키르기즈 한국대학 교수)
발표자: 하태역 (주키르기즈공화국 한국대사관 대사)
주제: “한국 경제 발전 과정”
12:10~13:30 중식(레스토랑 임페리얼 1)
13:40~16:00 오후 발표
장소: 다마스 호텔, 크리스탈홀(1층)
좌장: 쉐리쿨로바 미나라(중앙아시아 한국대학 교수)
1. 이슬라모바 안젤라(키르기즈 한국대학)
: 국제관광시스템 하에서의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문화적 소통
2. 세인필 아셀(중앙아시아 한국대학)
: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의 민간신앙 비교
3. 스탐베코바 티나티나(키르기즈 한국대학)
: 문화의 교차점에서의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4. 백태현(키르기즈 한국대학)
: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
5. 쉐리쿨로바 미나라(중앙아시아 한국대학)
: 한국의 대중문화 소개

5. 2019년 11월 22일 제2회 특강 및 세미나 참석자(슈콜라) 명단
1) 알림쿨로바 누르자말( Алымкулова Нуржамал Турсунбаевна)
- 바실리예프 2번 슈콜라
2) 사베트쿨 나지라(Советкул к.Назира) – 스텔니코보이 명칭 슈콜라 교감
3) 베이살리예바 굴나라(Бейшалиева Гульнара Арстанбековна)
- 베시 쿤게이 슈콜라 교장
4) 제트미시바예바 누리야(Джетмишбаева Нурия Аблабековна) - 니즈니
알라르차 슈콜라 교장
5) 투라르 지벡(Турар кызы Жибек) - УВР ЛСШ№3 슈콜라 교감

6) 사디코바 아이다Садыкова Аида Насыранкуловна) - УВР АСОШ№2
슈콜라 교감
7) 에센자노바 치나라(Эсенжанова Чынара Жолчиевна) - УВР СШ «케레첵»
슈콜라 교감
8) 두이셈비예바 엘자트(Дуйшембиева Элзат Жумашовна) – 베르불락
슈콜라 교감
9) 캄바르베코바 구란다(Камбарбекова Гуланда Ниязбековна) – 오르타
알리시스코이 슈콜라 교감
10) 사야포바 로자Саяпова Роза Ибрагимовна) – 마예프스카야 슈콜라 부장
11) 자케노바(Жакенова А.Ж) - ЛШГ№1 슈콜라 교사
12) 우르바예바 아이굴(Урбаева Айгуль Женишовна) - АГЭС-5 슈콜라 교장
13) 차바리예바 엘미라(Чавалиева Эльмира) – 고르노 마예프 슈콜라 교장
14) 오무로바 아슬칸(Омурова Асылкан Шерматовна) - ЛШГ№2
슈콜라 교장
15) 티리시코바 크라라(Тырышкина Клара Идрисовна)
- 마예프 슈콜라 교장
16) 아심베코바 다미라(Ашымбаева Дамира Абасовна)
- 마라모르노이 슈콜라 교장
17) 이스마노바 아이추렉(Исманова Айчурек Акжоловна)
- 프리가라드노이 슈콜라 교장
18) 아세코바 굴미라(Асекова Гульмира Аскаровна) - АСОШ №1
슈콜라 교장
19) 맘베토바 키질굴(Мамбетова Кызылгуль Шаршеновна) - 카이르민
슈콜라 교장
20) 사케에바 나즈굴(Сакеева Назгуль Рамазановна) – РОО 부장

6. '2019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강좌’ 행사 및 세미나 관련 사진
자료(PPT)
: <별도 파일 첨부>
예산사용세부내역

※ 현지화페(혹은 달러) 사용 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입해 주시고 관련 영수증
원본 제출 요망

1. 예산사용세부내역: <별도 파일 첨부>
2. 영수증 원본: 우편 송부
※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작성하여도 무방함
※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