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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개요

1. 출장명 

○ 2018 중앙아시아 국제회의 참석 및 주제발표

- 주제 :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정보자원 구축과 서비스 

(Construction of digital information and related services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 출장목적

○ 중앙아시아 주요 도서관의 디지털 현안 논의 및 주제발표

○ 도서관 지식정보자원 공유 및 상호 교류 협력 방안 모색

3. 출장기간

○ 2018. 4. 16.(월) ~ 4. 21.(토), 4박 6일 

4. 출장지역

○ 우즈베키스탄(테르메스, 타슈켄트)

5. 출장자

○ 김인숙 사서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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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교통편 시간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4. 16(월) 서울 타슈켄트 KE5941
09:50~
13:30

인천출발 타슈켄트 도착
Gulrukh Iskandarova

(국제협력과 직원)

4. 17(화) 타슈켄트 테르메스 HY65
10:35~
11:45

타슈켄트 출발 테르메스 도착

4. 18(수)
09:00~
17:00

청소 센터 
회의장

Plenary meeting 발표 및
회의 참석

Rakhmatullaev Marat
(진행자, 타슈켄트 대학

정보학 교수)

4.19(목)
09:00~
19:00

수르한다리야   
지역

문화 프로그램 참가

4. 21(금)
~

4. 22(토)

테르메스 타슈켄트 HY66
12:30~
13:45

테르메스 출발 타슈켄트 도착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 견학

타슈켄트 서울 KE942
21:20~
07:45_

타슈켄트 출발 인천 도착

Ⅲ 중앙아시아 국제회의 참석

1. 회의 개요

○ 회 의 명 : 제12회 중앙아시아 국제회의 

(Ⅻ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ral Asia 2018)

○ 주   최 :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

○ 일   시 : 4. 18. (수) ~ 4. 19.(목)

○ 장   소 : 청년센터 회의장 

○ 주   제 : 과학, 교육, 문화 및 사업 분야의 인터넷과 정보 및 도서관 자원)

○ 회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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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구분 내용

4. 18.  Plenary Session  환영사 및 주제발표(12)
4. 19.  문화 프로그램  문화유적 견학

○ 참가규모 : 8개국 350여명 참석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파스키탄, 한국 

○ 공식언어 :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영어 

2. Plenary Session 주요 내용

가. 세션 일정

○ 2017. 4. 18.(수) 09:00 ~ 17:00

일자 발표자 주제(직위/국가) 발표언어

1 김인숙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정보자원 구축과 서비스

(사서사무관/한국)
영어

2 Arif Naushahi
파키스탄에 보존되는 중앙아시아의 역사, 문헌, 문화에

서의 페르시아 및 아랍 자원(필사본)
(고든대학 교수/파키스탄)

우르두어

(러시아어 통역)

3 Gholamreza Amirkani
이란 국립도서관 : 페르시아 문화유산에 대한 고찰

(이란 국립도서관 및 아카이브 부관장/이란)
페르시아어

(러시아어 통역)

4 Rakhamtu11aev Marat
도서관 및 정보학 분야의 최근 동향

(타슈켄트대학 정보학 교수/우즈베키스탄)
러시아어

5 Makeeva Oxana
과학 및 기술 분야의 주립공공도서관(노보시비르스크)
의 연구 및 교육 활동

(러시아과학원 소속 주립공공도서관 과학 비서관/러시아)
러시아어

6 Kim Thomas
전자도서관 시스템에서의 IT 자동화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우즈베키스탄 NEEL 프로젝트 사례

(LG CNS, NEEL프르젝트 총괄자/한국)
영어

7 Selivanova Yulia
도서관 목록에서의 디지털 장서에 대한 새로운 편목 

및 검색 방식(옐친대통령도서관 언어학 및 프로그램ㆍ
기술 지원 부서장/러시아)

러시아어

8 Tikunova Irina
도서관에서의 노동 배급에 관한 이론과 실제

(러시아주립도서관 과장/러시아)
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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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요 주제발표 내용

□ 주제발표 (1번째)

○ 발표 내용(질의 응답)

- 디지털변환 자료에 외국자료도 포함하는지 여부

☞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국내자료만 디지털화를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1945년 이전 일본어자료” 약 2만책은 한국 관련자료   

로서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 도서관에서 디지털화한 자료를 서비스하는 데 저작권 문제는 없는지 여부

☞ 89만 5천책의 원문자료 중 저작권 만료와 이용이 허락된 18만 6천책은

언제 어디서나 국립중앙도서관과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저작권이 보호되는 70만 8천책은 도서관 보상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복제전송저작권  

협회와 협약을 맺은 도서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제발표 (6번째)

○ 주제

- 전자도서관 시스템에서의 IT 자동화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우즈베키스탄

NEEL 프로젝트 사례

  ○ 발표자

9 Mahmudov Gado
정보시대에서의 타지키스탄 국립도서관

(타지키스탄 국립도서관 부관장/타지키스탄)
러시아어

10 Piotr Lapo
대학에서 사서의 위상

(나자르바예브 도서관 부학장/카자흐스탄)
러시아어

11 Zavialova Liubov
대통령 도서관 재단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디지털 장서 및 정보자원(옐친대통령도서관 언어학 
및 프로그램ㆍ기술 지원 직원/러시아)

러시아어

12 Stelletskiy Vasily
러시아 아그로 산업단지 도서관에서의 종합목록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향(농업도서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러시아)

러시아어



- 5 -

- Kim Thomas, NEEL 프로젝트 총괄자, LG CNS
  ○ 발표 내용

     -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정부  

  기관인 정보통신기술개발부와 ‘우즈베키스탄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사업  
  (NEEL)* 프로젝트’로 한국 LG CNS와 2016년 10월 계약 체결

     * National Educational Electronic Library(우즈베스키스탄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사업)

- 이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전체 사업규모는 약  

         135억원이며 수출입은행 경제협력개발기금(EDCF)으로 추진 

- ▲멀티미디어 센터 ▲디지털라이징 센터 ▲전자도서관 시스템 ▲도서 통합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국내 도서관 솔류션 전문업체인 ㈜퓨처누리와    

2018년 12월까지 협력 구축할 예정

- 사업이 완료되면 우즈베키스탄 내 20개 지역 도서관과의 통합 연계 시스템  

이 완성돼 국가 중요 도서자료의 디지털화가 가능하고 사용자 이용이 편리 

할 것으로 예상됨

Ⅳ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

1. 국립도서관 개요

○ 정식명칭 : 우즈베키스탄 국립알리셰르나보이도서관

○ 설립연도 : 1870년

○ 주요 발자취

- 1870년 5월, 2,200권 이상의 책이 수집되고, 이 책들이 향후 도서관 기반이 됨

- 1948년에 우즈베키스탄의 위대한 시인이자 사상가인 알리셰르 나보이

(Alisher Navoi)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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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4월, 도서관은 “국가” 직위를 받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 있는 

모든 다른 도서관을 위한 교육제공센터, 도서관의 정보 및 과학의 연구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임무를 부여 받음

- 2011년, 도서관은 전체면적 38,000㎡를 가진 새로운 건물(나보이 거리)로 이전 

○ 웹사이트 : www.natlib.uz

○ 운영시간 : 평일 09:00~20:00 / 주말 09:00~17:00

○ 관    장 : 알리셰르 압두아지조프(Abduazizov Alisher). 2017년 6월 취임

2. 자료실 구성 및 현황

층 자료실 특징

4층

과학기술실 제작 기술에 관한 가술 규격 및 문헌 소장(SSUz, GDU, IS, IDE 등)

논문실 1991년 이후 모든 과학분야의 13,500 박사학위논문 이용 가능

귀중본실(Nodir)
국립도서관이 보관한 귀중본의 국가전자목록 및 콜렉션을 

웹상에서 이용 가능(nodir.natlib.uz)

외국문헌실
75개국 언어로 된 375,000권 출판물 비치

(영어 60%, 유럽 각국 언어 30%, 아시아어 및 기타 10% 차지)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3대 PC 중 1대 인터넷 가능, 도서 및 잡지, 비도서 비치(‘14.12.개실)

3층

음악출판실, 
67,000권 음악 출판물 및 11,000레코드, 축음기 레코드, 오디오 
CD, 예술, 영화, 발레, 시각예술, 건축물 분야의 도서 비치

인터넷 미디어 센터
36좌석 중 22좌석에 컴퓨터가 설치, 인터넷 제공.
오디어북 및 전자책, 장애인용 시청각자료 이용 가능

학생 및 청소년실 50좌석 중 6좌석은 컴퓨터가 설치(문서편집, 인터넷, 전자목록 등 이용) 

과학실 연구자, 대학원생, 연수생이 주로 이용, 무선 인터넷서비스 제공

중앙열람실 좌석수가 가장 많은 실(100좌석), 중요한 날을 기념하는 전시 개최

2층

문학유산실 “알리셰르 나보이” 나보이 시인이 저술한 150책 비치. 세미나 및 문학 관련 행사 개최

법 문헌실 우즈벡 및 러시아어로 된 법률 문헌 및 정기간행물 구성

우즈벡 문헌실 우즈베키스탄 역사와 문학 관련 출판물, 장애인을 위한 인쇄본 점자도서 비치

1층 
전시실, 다목적실, 도서이용증 발급실, 
어린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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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 사진

 환영 인사를 하는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장    국제회의 참석한 발표자와 관계자들  

주제발표 모습 러시아 주립공공도서관 과학 비서관 주제발표 모습

국제회의에 참석한 우즈베키스탄 사서 모습 우즈베키스탄 사서와의 교류(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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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 과학기술실(4층) 논문실(4층) 자료 운송 공간(4층)

귀중본실(4층) 귀중자료 수선실_16세기 코란 (4층) 한국자료실(4층)

학생 및 청소년실(3층) 과학실(3층) 중앙열람실(3층)

우즈벡 문헌실(2층) 목록 작업실(2층)
카드목록(위) / 컴퓨터목록(아래) 

이용실(2층)



- 9 -

Ⅵ 종합의견

□ 중앙아시아 지역 도서관과의 교류 강화

○ 지속적인 국제회의 참가를 통해 주변 CIS* 도서관과 교류 협력 활성화가 필요

     * Commonwealth of Indepence States(독립국가연합, 11개국)는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인해 독립국가가 된 구 소련 구성국들의 연합체

    - 1995년부터 시작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사업, 디지털 정보자원을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  

아시아에 전파함으로써 도서관 위상 제고 및 신뢰에 기반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기회로 활용해야 함

로비(1층) 전시실(1층) 다목적실(1층)

2~4층 자료실 이용 전 

도서관 이용증 검사(1층)
도서관 출입 검문(1층)

어린이실, 

도서관 이용증 발급실(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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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시 언어가 대부분 러시아어이고 발표자료집도 없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2013년부터 러시아와 지속적  

으로 한-러 업무 교류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러시아어뿐 아니라 러시아   

지역전문가를 양성하여 러시아어를 공통어로 사용하는 동유럽 및 CIS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함

  □ 중앙아시아 지역 한국자료실 설치 확대 필요

   ○ 1937년에서 1939년 사이, 구소련 스탈린에 의해 우즈베키스탄(17.6천명),  

 러시아(10.8천명), 카자흐스탄(8만명) 등에 강제 이주된 고려인이 현재 중앙  

 아시아 지역에 약 50만 명이 거주하고 있음. 이들에 대한 서비스 방안  

 으로 국립 및 주요 도서관에 한국자료실 설치 확대를 통해 한국어 습득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채널로 활용될 수 있음

  □ 기타

○ 국제회의 개최지 변경 및 일정 조정

- 국제회의 개최지인 호레즘 주 우르겐치에 우즈베키스탄 샤브카트 미르  

지요예프 대통령 방문 결정으로 회의 지역이 수르한다리야 주 테르  

메스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참가하기로 한 여러 국가의 발표자가 참석을  

취소함(당초 참석인원 20명 → 14명)

- 공식적인 국제회의 기간은 3일이었으나 첫 번째날인 본회의만 참석하고

둘째날은 그 지역의 문화 유적지를 관람하는 일정이었음

3일(Plenary,, Sectional session, Cultural program)→2일(Plenary session, Cultural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