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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ИСЛОВИЕ
В Казахстане проживает более 100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среди них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са, численность которого
составляет свыше 1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корейцев попала в Казахстан в годы тоталитарного режима, когда сюда были насильственно переселены
сотни тысяч людей. Жестоким репрессиям
подверглись многие этносы. Более 170 тысяч корейцев были выселены c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реднюю Азию и Казахстан.
Первые эшелоны с корейцами прибыли в октябре 1937 г. в Кзыл-Ординскую,
Южно-Казахстанскую, Алма-Атинскую области, в районы Аральского моря и озера
Балхаш.
Прибыв на места расселения, многие
оказались в незнакомой, холодной степи,
но помощь и сострадание казахского народа вернули обездоленным корейцам
веру в будущее и надежду.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депортированные
были лишены возможности сохранить
свои язык и культуру. И при этом корейцы
всё равно активно включились в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благо общества. Они работали
на шахтах и рудниках. Корейцы-колхозники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ли в развит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обирали рекордные
урожаи риса, пшеницы, свеклы, овощных
культур.
Из числа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ышли выдающиеся врачи, учёны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ики, артисты, спортсмены,
общественн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Достаточно сказать, что
более 400 корейцев стали кандидатами, а
60 – докторами наук, 67 корейцев удостоены звания Геро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156 – звания заслуже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е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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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сле развал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ногих этносов иммигрировали на свою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в
поисках лучшей жизни. Корейцы остались в родном Казахстане и принимали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каждом этапе становления молодого независим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остепенно начали возрождаться национ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и язык.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тали преподавать во мног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открылись кафедры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семи университетах.
С обретением Казахстаном независимости, благодаря проводимой в республике мудрой и взвешенной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у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к и у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ругих этносов,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сохранять и развивать свою национальную культуру, язык,
традиции и обычаи. Назре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здания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вот в 1990 г. была создана Республикан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Казахстана (РАККЦК), позднее
переименованная в Ассоциацию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КК), которая сегодня осуществляет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д эгидой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участвует в
реализации общ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задач,
работает над сохранением культурного и
имиджевого наследия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снов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Ассоциации
направлена на развитие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к органичной част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консолидации выдающихся
личностей, лидеров и всего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с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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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오늘날 카자흐스탄에는 100개 이상의 민
족이 공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10만명 이
상의 고려인들 또한 살아가고 있다.
고려인들의 대부분은 과거 전체주의 정
권 속에서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카자흐스탄
에 강제적으로 이주되던 시기에 유입되었다.
많은 민족들이 이러한 억압의 희생양이 되었
고, 17만명 이상에 달하는 고려인들 또한 극
동지역에서 카자흐스탄과 타 중앙아시아 지
역들로 강제이주를 당했다.
1937년 10월, 고려인들을 실은 첫 수송열
차들은 각각 크즐오르다, 남카자흐스탄, 알마
아타 주(州)들과 아랄해 및 발하슈호 부근 지
역들에 도착하였다.
최종 이주지에 도착한 이들 중 대다수
가 혹한이 몰아치는 낯선 초원지대 한가운
데 버려졌지만 이들을 향한 카자흐 민족의
연민과 도움은 모든 것을 잃은 고려인들에
게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당시 유배된 모든 민족들은 그들의 고
유 언어 및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여지
를 박탈당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편 속에서도 고려인들은 그들이 새로이
속하게 된 사회를 위한 공헌활동에 활발
히 매진하였다. 이들은 광부로서 광산 채
굴을 하거나 농민으로서 현지 농업 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각자가 속해 있
는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쌀,
밀, 비트 및 여타 채소작물을 재배함에 있
어서 당시 현지에서는 유례없던 대풍작을
달성하기도 했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 중에서는
다수의 저명한 의사, 학자, 생산직 전문가,
예술가, 스포츠인, 사회인사 및 정치인들이
배출되었다. 400명 이상의 고려인들이 부박
사(副博士) 학위를, 그리고 60명의 고려인들
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67명이 ‘사회
주의 노동 영웅’ 칭호를, 그리고 156명이 여

타 다양한 분야에서 명예 노동자 칭호를 수
훈하였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많은 민족
들이 보다 나은 삶을 희망하며 제각기 선조
들의 조국으로 대거 이주해 간 것과는 반대
로 고려인들은 자신들이 나고 자란 카자흐
스탄에 남아 이제는 신생 독립국이 된 자국
의 초석을 다지는 모든 활동에 활발히 참여
하였다.
그와 더불어 점차 고려인들의 문화와
언어 또한 되살아나기 시작하였다. 많은 교
육기관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
으며, 7개 대학들에서 한국어 학과가 개설
되었다.
카자흐스탄의 독립과 함께 시작된 지
혜롭고 균형잡힌 다민족 정책 덕분에 카
자흐스탄 고려인들에게는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고유의 문화•언어•전통
및 풍습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
는 기회가 생겼으며, 자연히 민족문화 사
회단체의 창설에 대한 필요성 또한 대두
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 「카자흐스탄 고려
인 문화센터 공화국 협회(РАККЦК)」가
탄생하였고, 이는 후에 「카자흐스탄 고려
인 협회(АКК)」로 개칭되어 오늘날 ‘카자
흐스탄 민족회의’의 지휘 하에 활동하며
카자흐스탄의 국책과제 실현에 참여하는
한편,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문화적 유
산 보존과 민족 이미지의 형성에도 힘쓰
고 있다.
본 협회의 기본 활동 목적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카자흐스탄을 구성하는 한 축인 고
려인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고려인
인재 및 리더들, 그리고 고려인 민족 전체의
단합을 이끌어내는 것에 있다.
본 저서에는 지난 30년간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가 수행해온 모든 활동들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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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данном издании поэтапно отражены
все периоды деятельности АКК за 30 лет.
Содержи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бо всех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х, структурных
подразделениях Ассоциа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торых принимал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е участие в наполнении книги контентом.
В книге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о наиболее
крупных проектах, мероприятиях, реализованных АКК за годы работы, отражены
имена активист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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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качестве экспертов для работы над
книгой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авторитетные
учён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принимающие личное участие в становлении и
развитии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в Казахстане.
Выражаем искренню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сем, кто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издании книги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30
ле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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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별로 서술되어 있다. 또한 본 협회의 모든
지역별 지부들과 하부조직들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으며, 이들 지부 및 조직들의 관계자
들은 본 저서의 집필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
였다.
이 책에서는 또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가 오늘날까지 실현해온 대표적인 프
로젝트들과 행사들, 그리고 협회의 활동에 참
여해온 열성 활동원들의 이름들이 올려져 있
다.

본 저서의 저술•편찬 작업을 위한 전문가
들로는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 사회운동의 확
립과 발전에 직접 몸담아온 권위있는 학자들
과 사회인사들이 초빙되었다.
서문을 끝맺으며 본 저서 『카자흐스탄 고
려인 협회. 30년』을 펴내는 과정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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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ЛАВА 1
ЭТАПЫ РАЗВИТИЯ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1.1. НА ВОЛНЕ ВОЗРОЖДЕНИЯ
(1990 – 1995 ГГ.)
Республикан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Казахстана
(РАККЦК) возникла на переломном рубеже
истории, когда наметился распад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риближалось провозглашение
суверенитета и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азахстана.
В 1989 г. инициативные группы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 городе Алма-Ате и других областных центрах республики приступили к созданию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для создания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нужно было объединить
более 5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воего этноса,
проживающего в республике. В то время
в Казахстане проживало около 103 тысяч
корейцев. Работа проводилась в шести регионах, где компактно проживали корейцы, – это Алма-Атинская, Кзыл-Ординская,
Южно-Казахстанская,
Талды-Курганская,
Джамбулская и Карагандинская обла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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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1989 г. там начали работу областные национальные культурные центры. Так как
допускалось коллективное вступление в
члены организации, к началу 1990 г. в ее
составе уже было порядка 8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17 марта 1990 г. в городе Алма-Ате
состоялся Учредительный съезд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Так как никаких правил
об ограничении числа приглашённых на
съезд участников не было, от каждой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из регионов участвовало
по одному делегату. Исходя из этого, на
первый съезд пригласили 103 делегата со
всех областей. Удивительный факт, но приехали все 103 участника. Решением съезда
была создана Республикан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Казахстана (РАККЦК), президентом которой был
избран профессор Хан Гурий Борисович.
В подготовке и проведении съезда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принимали Хегай А.Ю., Ким
Ю.А., Юн С.Г., Пак И.Т., Ким Ф.Н., Ким Н.П.,
Хван М.У., Ин В.В., Пак А.Д. и др.
В 1990 г. в Казахстане осуществляли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шесть областны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один районны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и одна первич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огласно принятому уставу, Республикан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Казахстана является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объединяющей корейские культурные центры и ассоциации,
функционирующ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азахстана. РАККЦК будет выражать интересы и
содействовать выражению политическ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культурных нужд корей-

30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제 1장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발전의 과정
1.1. 부흥의 물결 위에서
(1990 – 1995)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화센터 공화국 협
회(РАККЦК)』는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조짐
과 함께 카자흐스탄의 주권 선포 및 독립 선
언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던 역사의 전환점
가운데서 탄생했다. 1989년 알마아타(현 알
마티) 시 및 여타 주도(州都)들에 형성된 고
려인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자처하던 이
들로 구성된 모임들은 고려인 문화센터의 창
립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당시의 법률에
따르면 특정한 민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
공화국 민족문화센터’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공화국 내에 거주하는 해당 민족의 전체인구
중 50% 이상의 인원으로부터 단합된 참여를
이끌어내야만 했는데, 이 시기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수는 약 10만 3천 명이
었다. 고려인 문화센터의 창설을 위한 준비
는 알마티 주, 크즐오르다 주, 남카자흐스탄
주, 탈드코르간 주, 잠블 주 그리고 카라간다
주 등 고려인들의 거주 밀집도가 높은 총 6
곳의 지역에서 진행되었고, 1989년 상기 지
역들에서 주(州) 소재 민족문화센터들이 활
동을 개시하였다. 이 기관들에는 단체적인
회원가입이 허용되었으므로 1990년 초에 이
르러 이들의 총 회원 수는 이미 카자흐스탄
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전체 인구의 80%에
육박하였다.
1990년 3월 17일, 알마
아타 시에서 「카자흐스탄 고
려인 창립대회」가 개막되었
다. 당시 대회에 초청되는 참
가 인원 수의 제한에 대한 규
정이 없었으므로 각 지역에
서는 고려인 인구 1천명 당
1명의 대표자가 선출되어 참
여하였다. 이리하여 창립대
회에는 각 주(州)에서 총 103

명의 대표자들이 초청되었는데, 놀랍게도 실
제로103명의 대표자들 모두가 본 대회에 빠
짐없이 참석하였다. 창립대회 결과 『카자흐
스탄 고려인 문화센터 공화국 협회』의 설립
이 결정되었으며, 협회장으로 한 구리이 보리
소비치(Хан Гурий Борисович) 교수가 선출
되었다. 본 창립대회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
는 허가이 A.Y., 김 Y.A., 윤 S.G., 박 I.T., 김 F.N.,
김 N.P., 황 M.U., 인 V.V., 박 A.D. 등의 인물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미 같은 해인 1990년 카자흐스탄 내에
서는 총 6개의 주(州) 소재 문화센터와 1개의
군(郡) 소재 문화센터, 그리고 1개의 1차 조
직이 활동하게 되었다.
당시 채택된 정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화센터 공화국 협회』는 카자흐스탄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고려인 문화센터들 및
협회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사회단체로 규정
된다. 또한 본 협회의 활동목적은 카자흐스
탄 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국내 고
려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정치•경제•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것에 있다.
상기한 창립대회는 실로 역사의 한 획
을 그은 중대한 행사이자 사건으로 기록되
었다. 바로 이 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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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нституцией и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Съезд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тал историческим, эпохальным событием, так как именно с него начинается возрождение самобытности, культуры, знакомство с историей
родного народа. Собственно, это положило начало корейскому общественному
движению в Казахстане.
По мнению Гурия Борисовича, начал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социальным,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м изменениям в стране и
союзных республиках было положено на
апрельском Пленуме ЦК КПСС 1985 г., на
котором была изложена нов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Это в
целом дало толчок формированию новой
идеологии, в том числе и развитию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Созданная РАККЦК начала проводить
активную работу по изучению и сохран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ы,
обычаев и традиций, развитии литера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и активистами движения становились люди самого
разного статуса: и интеллигенция, и учёные, и промышленники, и крестьяне. Чувствовалось, что казахста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буждались в едином порыве.
На Учредительном съезде было избрано правление из 36 человек, в которое вошли председатели всех областны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руководители кру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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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нтеллигенции, народные депутаты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и региональных уровней. Работа
правления осуществлялась через совет
и комиссии, которыми руководили члены правления. Совет являлся постоянно
действующим органом Ассоциации и координировал всю ее работу. При совете
правления функционировало 5 комиссий.
В регионах открывались курсы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о инициативе
РАККЦ 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ах,
где компактно проживали корейцы,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был включен в обяз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В 1992 г. обуче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были охвачены порядка 4 тысяч человек,
то есть около 5% численности детей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и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населения. В регионах начинали работу кружк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самодеятельности. В Алма-Ате при Корейском театре были открыты специальные десятидневные курсы по
подготовке руководителей национальных
самодеятельных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Важную роль в изуч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ультуры, подготовки учителей сыграло открытие в 1991 г. в Алма-Ате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роводилась по поддержке уникальных очаго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музыкально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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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체성과 문화의 부흥, 그리고 같은 혈
연의 민족에 대한 역사와의 조우가 시작되
었으며, 또한 이를 계기로 카자흐스탄 내에
서 고려인 사회운동의 초석이 놓여졌기 때
문이다.
구리이 보리소비치의 견해에 따르면 당
시 카자흐스탄과 여타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들이 맞이하게 된 경제 및 사회•정치적 변화
는 국가발전을 꾀하는 신(新)정치에 대한 구
상안이 발의된 바 있는 1985년 4월의 소비에
트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총회에서 시작
되었다. 이 사건은 국가 정체성의 발전을 포
함하여 전반적으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형
성에 촉매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창설된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화
센터 공화국 협회』는 한민족의 언어•역사•문
화•전통•풍습의 학습과 보존, 그리고 문학 및
예술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활발한 활동을
개시하였다. 지식인, 학자, 산업가, 농민 등 다
양한 각계각층의 종사자들이 이러한 활동에
지도자 또는 열성 활동원으로서 참여하였다.
단합된 추진력 속에서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들 모두가 더불어 깨어나고 있음이 실로 느껴
지는 시기였다.

창립대회에서는 총 36명으로 이루어
진 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각 주 소재 문
화센터들의 대표, 대기업체들의 지도자,
지식인 계층의 대표, 공화국 및 지방 인민대
표회의 의원들이 그 구성원으로 선발되었다.
임원회의 업무는 임원회 구성원들이 이끄는
이사회와 위원회를 통해 실행되었다. 이사회
는 고려인 문화센터 공화국 협회 산하의 상설
기관으로서 협회의 모든 업무를 조정하는 역
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사회 내에는 총 5개
의 위원회가 조직되어 기능하였다.
각 지방들에서는 한국어 교실들이 개설
되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카자흐스탄 고려
인 문화센터 공화국 협회』의 추진 하에 고려
인 인구가 밀집된 지역들 소재의 학교들에서
는 한국어가 필수 과목 중 하나로 격상되기
도 하였다.
1992년 한국어 수강생들의 수는 약 4천
여명에 달했으며, 이는 고려인 학생 및 경제
활동 가능 인구 전체의 5%에 해당하는 수치
였다. 또한 각지에서 아마추어 형태의 예술
활동 서클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는데, 특
히 알마아타 시 소재 고려극장에서는 이러
한 예술활동 서클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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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дии и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газеты «Корё
ильбо».
В Казахстане была разработана и начала активно реализовываться программа
«Возрождение»,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де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Были проведены фестивали культуры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Совместно с Посо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овели фестиваль – День
выражения благодарности казахскому
народу, приютившему и оказавшему помощь и поддержку корейцам, депортированным в 1937 г.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Фестиваль прошёл в Уш-Тобе 14-15 августа 1994 г. В адрес участников фестиваля
поступили поздравления от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зарбаева Н.А.
и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им Ён
Сама.
Также впервые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выставка работ корей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и
учёных и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шахматный
турнир, в которы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сотни
человек со всей страны.
Созданное в 1991 г.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Кахак», которое возглавил профессор Пак И.Т., объединило под
своим крылом учёных в разных отраслях
и стало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развит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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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ауки в республике 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уровне. Деятельность общества получила
широкую поддержу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число его членов росло с каждым годом.
Для координации общей работы, укрепления связей с региональными филиалами проводились раз в квартал, то есть
четыре раза в год, пленумы РАККЦК, в которых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руководители всех
областных и городских
филиалов. На этих заседаниях
поочередно
рассматривалась и обсуждалась работа всех
региональных
филиалов, руководители которых делились друг с другом опытом, изыскивали
новые методы работы.
На апрель 1992 г. в
Казахстане действовало
17 областных, 4 городских, 6 районны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и 10
первич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араллельно национальное движение
зарождалось и в других советских республиках.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ся Всесоюзный
съезд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более 30 делегатов из Казахстана. К сожалению, созданная тогда Всесоюзная ассоциация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екратила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сле распада СССР.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лось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прав депортированных. В 1993
г. был создан Региональный фонд социально-правовой защиты «Тесен», призванный
защищать права и законные интересы депортированных корейцев. С момента основа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её бессменно возглавляет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МВД СССР
и КазССР Цой Геральд Владимирович. Фондом проведена значительная работа по
реабилитации граждан. 14 апреля 1993 г. 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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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열흘간 진행되는 교육 강좌를 개설하기
도 하였다.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전파와 한글교사
들의 육성에 있어서는 1991년 알마아타 시
소재 한국 교육원이 개원함으로서 그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 문화 고유의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는 「국립 공화국 고려
인 음악 희극장(戱劇場)」과 공화국 신문사 「
고려일보」에 대한 지원 또한 대대적으로 이
루어졌다.
또한 카자흐스탄 내에서 고려인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파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
램 「보즈로즈줴니예(«Возрождение», - 부흥)
」가 고안되어 활발한 시행에 들어갔으며, 다
양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화축제가 열렸다.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과 공동으
로 1937 년 원동에서 강제이주된 한민족을 맞
이하여주고 큰 도움을 아끼지 않은 카자흐 민
족에게 감사를 표하는 취지의 축제를 개최하
기도 하였다. 이 행사는 1994년 8월 14-15일
우슈토베 시에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에게
는 나자르바예프 N.A.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
통령과 김영삼 대한민국 대통령의 축사가 전
달되었다.
그 밖에 사상 처음으로 고려인 화가들과
학자들의 발표작 전시회와 공화국 체스 대회
가 열려 전국에서 수백명의 사람들이 참가하
기도 하였다.
한편 1991년 설립된
과학기술협회 「과학(러
시아어 표기명 «Кахак»)」
은 협회장 박 I.T. 교수의
지휘 아래 다양한 분야에
서 활동하는 학자들을 규
합시켜 주었으며 국내 뿐
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과학
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과학」의 활동은 고려인
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
를 받았으며 해마다 그
회원 수 또한 늘어갔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화센터 공화국 협
회』는 전체 활동업무의 조율과 각지 소재 지
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1회, 즉
연간 4회에 걸쳐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화센
터 공화국 협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본 총회
에는 전국 모든 주 및 시 소재 지부들의 지도
자들이 참가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각 지부의
활동 및 업무 현황 등이 논의되고 서로 간의
경험 공유 및 새로운 업무방식의 고안 등이 이
루어졌다.
1992년 카자흐스탄에는 17개의 주 소재,
4개의 시 소재, 6개의 군 소재 문화센터들과
10개의 1차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같은 시기 카자흐스탄 뿐만 아니라 타 소
비에트 공화국들에서도 고려인 민족운동이 대
두되기 시작하였다. 모스크바에서는 「전소련
소비에트 고려인 창립대회」가 개최되었으며,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
절단이 본 대회에 참가하였다. 유감스럽게도
본 창립대회에서 창설되었던 「전소련 소비에
트 고려인 협회」는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
후 활동을 중단하였다.
한편 강제이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
한 업무에도 각별한 노력이 기울여졌다. 1993
년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의 권리 및 법적 이익
을 보호•대변하기 위한 사회법률적 보호 지방
재단 「재생(러시아어 표기명 «Тесен»)」이 설
립되었다. 본 기관의 지휘는 ‘소비에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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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азахстане принят «Закон о реабилитации
жертв массов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подписанный и обнародованный Президентом РК.
Также РАККЦ развивала тесные связи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В непростой период становления организация получала
поддержку со стороны бизнесменов и различных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асширялись культурный обмен и деловые связи с соплеменникам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СНГ и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Важную роль в освещении жизни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ыграла телевиз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Корё сарам»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возглавляемая
Цой Э.А. Первая передача вышла 4 февраля 1991 г.
В 1992 г., впервые с 1937 г., была издана книга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которая в результате долгого кропотливого
труда её составителей собрала в себе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данные о яр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ях диаспоры, внёсших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стран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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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марта 1995 г. по инициативе Пер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К Назарбаева Н.А. была создана Ассамблея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РАККЦК принимала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создании и работе этого уникальн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института, являющегося консультативно-совещательным
органом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страны. Первая сессия АНК прошла 24 марта 1995
г. в Алматы, на нее был делегирован 21
кореец.
В 1994 г. действовало 18 областных, 4
городских, 16 районных и десятки первич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Хана Гурия Борисовича Ассоциация состоялась как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Но времена менялись, и правила
уже диктовал рынок, возник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ешать эконом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укреплять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ую
баз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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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공화국 연방 및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
주의 공화국 내무부 공훈 노동자’ 칭호 보유
자인 최 계랄드 블라지미로비치(Цой Геральд
Владимирович)가 설립 순간부터 현재까지
맡아오고 있다. 본 재단은 강제이주 고려인들
의 명예회복을 위해 중대한 업무들을 진행해
왔다. 1993년 4월 14일 카자흐스탄에서는 「대
규모 정치억압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대한
법률」이 채택되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화센터 공화국 협
회』는 또한 고려인들의 역사적 조국과도 긴
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왔다. 설립 초기에 본 협회가 녹록치 않
은 확립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을 때 대한민
국의 사업가들과 여러 비정부 기구들로부터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문화 및 사업적
인 측면에서도 한국 및 북한, 그리고 타 CIS
국가 동포들과의 교류 또한 폭넓게 이루어지
기 시작하였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삶을 조명하는
데 있어서는 TV 프로그램 「고려사람(러시아
어 표기명 «Корё сарам»)」이 큰 역할을 수행
하였다. 최 E.A.의 감독 하에 러시아어 및 고려
말로 방영된 본 TV 프로그램은 1991년 2월 4
일 첫 전파를 탔다.
1992년에는 1937년 이래 처음으로 책 「소
베트스끼예 까례이쯰 카자흐스타나(«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 카자흐스탄의

소비에트 고려인들)」이 출간되었다. 집필진이
오랜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한 본 저서에는 국
가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고려인 디아스포라
의 비범했던 일원들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고
스란히 담겼다.
1995년 3월 1일 나자르바예프 N.A. 카
자흐스탄 공화국 초대 대통령의 주도 아래
「카자흐스탄 민족회의(Ассамблея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가 발족되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화센터 공화국 협
회』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 산하 자문
기구로서 독자적 형태를 갖춘 본 사회기관의
창설 과정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의 첫 총회는 1995년
3월 24일 알마티 시에서 열렸으며, 21명으로
구성된 고려인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1994년에는 18개의 주, 4개의 시, 16개의
군 소재 고려인 문화센터들과 수십 개의 1차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한 구리이 보리소비치 협회장의 지휘 아
래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화센터 공화국 협
회』는 사회•정치 단체로서 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화해갔으며, 사회의 규범
은 시장논리에 의해 정립되기 시작했다. 이
에 경제적인 부분들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
하고 물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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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СИЛЬНЫЙ ЦЕНТР – СИЛЬНЫЕ РЕГИОНЫ
(1995 – 2007 ГГ.)
В декабре 1995 года на IV внеочередном съезде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резидентом организации
избирается Цхай Юрий Андреевич, заслуженный тренер СССР по боксу, бизнесмен. В то время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нном движении наступает непростой
период, наряду с прочими остро стоит
вопрос единства и интеграции внутри
Ассоциации, формирования слаженной
работающей структуры с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м центром, региональными филиалами и другими структурными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Начинается новый этап в развитии Ассоциации – активизируется работа по консолидации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КК
сплачивает вокруг себя успешных бизнесменов,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х деятелей, людей культуры, искусства, активна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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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еятельность разворачивается в регионах.
Комплексно решается вопрос формирования проч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базы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Само решение возглавить обществен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для меня, спортсмена
и бизнесмена, было очень непростым,
– вспоминает Цхай Юрий Андреевич. – Я
осознавал, что это совершенно разные
сферы, и с приходом в Ассоциацию на
меня ложится огромн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не только за себя, за свою команду или
корпорацию, а за всех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изнаться, на тот момент я знал,
что нужно делать, но не имел четкого представления, как мы будем это делать. Но в
одном я был абсолютно уверен: задачи
поставлены, и их нужно решать. Здесь, конечно, свою роль сыграл мой опыт, приобретенный в спорте и в бизнесе, когда ты стремишься быть
лучшим, никогда не стоишь на
месте и всё время ищешь новые пути развития.
Сейчас это уже кажется
смешным, но, помнится, когда меня только избрали президентом Ассоциации на четвертом внеочередном съезде
АКК, прошедшем 12 декабря
1995 г., и дали слово, мне
очень трудно было выступать
перед делегатами, чтобы понятно и четко донести до них
своё видение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В середине 90-х гг. прошлого столетия ситуация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нном
движении Казахстана была
непростой.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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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강한 본부와 강한 지부들
(1995 – 2007)
1995년 12월 제 4회 비정기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대회에서 전 소비에트 연방 복싱
부문 공훈 코치 출신이자 사업가인 채 유리
안드례예비치(Цхай Юрий Андреевич)가 협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고려인들의 사회
운동 상황은 어려운 시기 속에 있었는데, 특
히 해결이 시급한 문제들로 협회 내부의 일원
화 및 단합, 공화국 센터 및 각 지부, 그리고
여타 하위부서/조직들 간의 체계적 업무 시스
템의 수립 등이 있었다.
또한 이 시기 협회 발전의 새로운 단계 –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대통합을 향한 작업–
가 시작되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를 중
심으로 성공한 사업가, 사회•정치적으로 영향
력 높은 공인, 문화•예술인 등을 규합하고 각
지방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개시하였다. 또한
향후 협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탄탄한 경
제적 토대의 마련을 꾀하는 다각적인 작업이
진행되었다.
채 유리 안드례예비치 협회장은 당시를 이
렇게 회상한다: “스포츠맨 출신이자 사업가인
나로서는 공공기관의 선봉장 역할을 맡는 것

이 실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것은 지금껏
내가 활동해온 분야들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
며 협회에 몸담는 순간부터 나 자신, 내가 속한
팀 및 기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카자흐
스탄 고려인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으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해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비전이 없었다. 다만 한가지에 대해서
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다. 과제는 정해졌으
니 이를 해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는 내가 스포츠계 그리고 비즈니스 분야
에서 활동하며 얻었던 경험들이 큰 역할을 해
내었다. 늘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때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발전을
향한 길을 찾아내도록 길들여진 습성 말이다.
지금에 와서야 우습게 느껴지지만, 떠올
려보면 1995년 12월 12일 개최된 제 4회 비
정기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대회에서 내가
협회장으로 선출되고 그 자리에 모인 대표들
앞에서 첫 발언을 하던 그때, 협회의 향후 발
전에 대한 나의 비전을 그들에게 명확하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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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озрастал интерес к национальному
культурному движению,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после развал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Казахстане в каждом регионе было много лидеров, которые претендовали на
особую роль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нном
движении. В то время консолидация корейцев требовала невероятных усилий.
Но благодаря волевым качествам и целеустремленности Юрия Андреевича получилось объединить под знаменем АКК
все региональные корейские центры.
1997 год объявляется в Казахстане Годом обще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гласия и памяти жертв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В этом
же году исполняется 60 лет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Впервые за всё время
эта дата отмечается не
как скорбная дата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депортации, а как 60-летие
проживания на казахской земле, принявшей корейцев в трудное время и ставшей
настоящей Родиной.
В рамках данного
юбилея АКК реализует уникальную по
своей масштабности,
с о д е рж а те л ь н о с т и ,
насыщенности
программу, в которую
включены памятные
и торжестве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конференции, форумы, выставки,
реализуются
специальные проекты.
Одним из таких масштабных
проектов
стал «Поезд памяти»,
стартовавший 11 сентября 1997 г.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Более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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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рейцев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руги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роследовали по пути депортац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18 сентября
«Поезд памяти» прибыл в Алма-Ату.
10 октября 1997 г. в Алма-Ате во Дворце Республики на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по случаю 60-летия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выступил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зарбаев
Н.А.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тметил, что за 60
лет проживания в Казахстане корейцы
не только не превратились в пыль истории, но и сохранив, во многом даже обогатив свои национальные обычаи и традиции, внесли и вносят достойный вклад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духовно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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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하게 전달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곤혹
스러웠다”.
1990년대 중반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
사회운동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한편으로는 전통문화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카자흐스탄의
각 지역들에서 고려인 사회운동을 함에 있
어 특별한 역할과 자리를 원하는 리더들
이 많았다. 당시 고려인들을 통합하는 데
는 실로 크나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
다. 그러나 유리 안드례예비치의 강인한
의지력과 결단력 덕에 「카자흐스탄 고려
인 협회」라는 하나의 기치 아래 국내 각
지 소재 고려인 센터들 간 규합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에서 1997년은 범국민/민족
적 동의와 정치적 억압의 희생양을 추모하는
해로 선포되었다. 같은 해 고려인들 또한 카
자흐스탄 이주 6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이 날
은 이전까지와는 달리 처음으로 ‘강제이주의
슬픔’ 대신 ‘힘든 시기 고려인들을 맞아준, 이
제는 진정한 조국인 카자흐스탄 땅에서의 정
주 60주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본 6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기념행사, 컨퍼런스, 포럼, 전
시회 등을 포괄한 독자적인 규모•내용•풍부
성을 갖춘 프로그램과 특별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였다. 1997년 9월 11일 블라디보스톡
에서 개시된 「회상의 열차」 또한 이러한 대
규모 프로젝트들 중 하나였다. 200명 이상의
고려인들과 타 민족 시민들이 강제이주 당시
소비에트 고려인들이 거
쳐온 극동-중앙아시아 경
로를 그대로 따라서 열차
에 몸을 실었다. 이 「회상
의 열차」는 같은달 18일
알마아타 시에 도착했다.
1997년 10월 10일
알마아타 시 소재 공화
국 궁전에서 열린 카자흐
스탄 고려인 정주 60주년
행사의 폐회식에 참석한
나자르바예프 N.A. 카자
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자신의 연설에서 지난 60
년간의 정주기간 동안 고
려인들이 ‘역사 속 한줌의
먼지’로 전락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들
의 전통과 풍습을 보존해
내었으며, 더 나아가 오늘
날에는 많은 부분들에서
기존의 것을 더욱 풍부하
게 변모시키고 카자흐스
탄의 사회•경제적, 그리
고 정신적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칭송
하였다. 카자흐스탄 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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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и. Участие Президента РК стало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м событием,
которое вызвало большой общественный резонанс и помнится многими по сей
день.
Казахста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лучили высокую оценку своих заслуг перед родной
страной, и это вселило в них невероятный
оптимизм, дало силы и воодушевило для
будущей активной творческой работы.
Также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в адрес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ыло зачитано поздравление от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им Ён Сама.
На стыке тысячелетий во всём мире,
в том числе и в Казахстане, происходят
значительные перемены.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вызовы, а с другой
– и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Казахстанские
корейцы активно включаются в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ую жизнь страны,
расширяется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У Цхая Юрия Андреевича всегда было
особое отношение к молодёжи. Именн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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его постоянный поиск талантливых молодых людей заложил фундамент механизма
преемственности в АКК.
28 июня 1998 г. зарождается Молодё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МДК).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создаются подразделения МДК. «Молодёжка» выступает в авангарде всех событий, начинает реализацию
собственных проектов, таких как «Профессионал», «Юный лидер», «Личность»,
«Наш Казахстан», «Я и Корея» и др.
Создаются благоприя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развит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на системной основе со стороны АКК получают поддержку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и газета «Корё ильбо». Это было
особенно важным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находился в сложном положении, а газета «Корё ильбо» вообще
лишилась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о стороны
государства.
27 июня 2003 г. прошёл VII пленум
правления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на котором с докладом о новой
концепции работы АКК, о новом подход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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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대통령의 참석은 전례 없던 중대한 사건으
로, 당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으며, 오늘
날까지도 많은 이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은
조국 앞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크나큰 긍
정의 힘을 얻게 됨과 더불어 향후 활발하며
창의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동력과 활력
을 얻었다.
또한 이날 본 행사에서는 카자흐스탄 고
려인들을 축하하는 김영삼 대한민국 대통령
의 서신이 낭독되었다.
새 천년을 목전에 둔 시기에는 전세계적
으로 그러했듯 카자흐스탄에도 역시 많은 변
화가 일어났다. 한편에서는 새롭게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대두되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새
로운 다양한 기회들이 열렸다. 카자흐스탄 고
려인들은 국내 사회•정치 분야에 활발히 참
여하며 국제 교류 및 협력의 장 또한 점차 넓
혀나갔다.
채 유리 안드례예비치는 늘 청년층에 각
별한 애정을 가져왔다. 그의 부단한 주도로
이루어진 재능있는 젊은이들의 꾸준한 발굴
덕에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지속성에 그
기반이 놓여졌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6월 28일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
년 협회(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본부가 발족되었으며, 각 지역
에는 지부들이 창단되었다. 본 청년 협회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
사에 선봉대 역할로 참여하였으며 ‘프로페셔
널(«Профессионал»)’ ‘청소년 리더(«Юный
лидер»)’, ‘개성(«Личность»)’, ‘우리의 카자
흐스탄(«Наш Казахстан»)’, ‘나와 한국(«Я и
Корея»)’ 등 다양한 자체 제작 프로젝트들을
시작하게 된다.
또한 전통 문화 및 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
한 환경이 조성되어 「고려극장」과 「고려일
보」 신문사가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로부터
체계적인 후원을 받게 되었다. 특히 당시 「고
려극장」은 운영난을 겪고 있었으며 「고려일
보」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완전히 중
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같은 지원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2003년 6월 27일에는 카자
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제 7회 총회가 개최되
었으며, 이 자리에서 채 유리 회장은 협회의
새로운 업무 방안과 새로운 업무 접근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당 발전방안을 발표하
며 그는 본 계획안의 핵심은 무엇보다 고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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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 работе выступил Цхай Ю.А. Презентуя
концепцию развития, президент АКК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исходя из стержневой идеи
концепции, прежде всего должны измениться место и роль Ассоциации в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Основной акцент
при этом был сделан на том, чтобы казахстанские корейцы осознали себя гражданами суверенной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и
вывели на передний план приоритет интересов всего 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народа.
Во врем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визита в
Казахстан в сентябре 2004 г.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о Му Хен встречается с
казахстанскими соплеменниками.
Особым фактом, который повлиял
на развитие АКК, стало то, что Цхаю Ю.А.
удалось убедить крупных бизнесменов из
числа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ддержки Ассоциации.
«Никак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не может работать без финансовой
подпитки. Поэтому на тот период нужно было отработать конкретный механизм, позволяющий создать материальную основу и обеспечить стабильную
работу Ассоциации, – говорит Юрий Андреевич. –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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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несли известные казахстанские бизнесмены: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директоров
ТОО «Казахмыс Холдинг» Огай Эдуард
Викторович,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директоров АО Kaspi Bank Ким Вячеслав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О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ая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ческая Корпорация» Кан Сергей Владимирович,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директоров АО «Технодом» Ким Эдуард
Виссарионович, член совета директоров
многопрофильной холдинговой компании
Lancaster Group Пак Юрий Эдуардович.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этих людей Ассоциация уверенно развивалась, поэтому
их роль и участие трудно переоценить».
25 декабря 2004 г. состоялась презентация «Корейского дома»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остроенного строительной корпорацией KUAT, возглавляемой Намом Олегом Юрьевичем. В Корейском доме располагаются офисы АКК,
МДК,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Корё ильбо», актовый, танцевальный и читальный залы.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 ресторан Korean House.
В марте 2007 г. был дан старт мероприятиям, посвящённым 70-летию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АКК под эгидой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провела
Ден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об официальном открытии программы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ённых 70-летию.
Масштабный проект «Путь
диаспоры», стартовавший 12
апреля в Кызылорде и завершившийся 12 августа в Алматы, охватил все регионы Казахстана. По пути следования на
местах проводились встречи с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конференции, выставки, организовывались
выступления
артис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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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에서 협회의
위치 및 역할 변화에
있음을 강조하였으
며, 카자흐스탄 고려
인들이 스스로를 카
자흐스탄 공화국의
국민으로 인식하고
카자흐스탄 국민 전
체의 이익 및 관심을
대변하는 것을 최우
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임을 피력하였다.
2004년 9월에는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
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며 한 핏줄을 가진 동
포들과 조우하였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발전에 지대
한 기여를 한 또다른 요소로는 채유리 회장
이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기업가들을 대상으
로 협회 후원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하고 지원
을 이끌어 낸 점을 들 수 있다.
채유리 회장은 “그 어떤 사회단체도 재정
적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협회의 안정적인 활
동 영위가 가능하게끔 물적 기반을 구축하여
줄 확실한 메커니즘을 고안해 내어야 했다. 유
한책임회사 「Kazakhmys Holding」의 이사회
장 오가이 에두아르드 빅토로비치, 주식회사
「Kaspi Bank」의 이사회장 김 뱌체슬라브 꼰스
탄티노비치, 주식회사 「Central-Asian Electric
Power Corporation」의 대
표이사 강 셰르계이 블
라디미로비치, 주식회사
「Technodom」의 이사회
장 김 에두아르드 비사리
오노비치, 종합지주회사
「Lancaster Group」의 이
사회 임원 박 유리 에두아
르도비치 등 저명한 카자
흐스탄의 사업가들이 고
려인 사회운동의 발전에
큰 지원을 해 주었다. 이
분들의 후원이 본 협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기

에 그 역할과 노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다”라고 말했다.
2004년 12월 25일에는 남 올렉 유리예비
치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 「KUAT」에 의
해 완공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까레이
스키 돔(Корейский дом, - 고려인의 집)」이 정
식으로 공개되었다. 「까레이스키 돔」에는 카자
흐스탄 고려인 협회 및 카자흐스탄 청년 협회,
고려일보의 사무실이 입주하였으며 대강당, 안
무실, 도서관 등의 시설도 갖추어져 있다. 또한
본 건물의 1층에는 레스토랑 「코리안 하우스」
가 자리하고 있다.
2007년 3월에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70주년 행사의 신호탄이 올랐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의 후원
아래 「고려 문화의 날」 행사를 열며 고려인
정주 70주년 행사 프로그램의 서막을 알렸다.
4월 12일 크즐오르다에서 시작되어 8월
12일 알마티에서 마침표를 찍은 대규모 행사
프로젝트 「디아스포라의 길(Путь диаспоры)
」은 카자흐스탄 전역을 진행 루트로 포괄하
였다. 행사의 진행에 따른 여정 속에서 각지
소재 고려인 사회단체들과의 조우와 더불어
컨퍼런스, 전시회 등이 마련되고 국립 공화국
고려극장 소속 배우들의 공연이 이루어졌다.
본 행사에는 정부기관들 또한 참여하였으며,
수만 명에 달하는 인원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
다. 고려인 정주 70주년 기념 행사의 또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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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атра.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инима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рганы, были охвачены десятки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амять», ставшего частью юбилей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был составлен список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 порядка
7 тысяч человек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Казахстана, переживших депортацию. Каждому из
них были вручены памятные подарки. Также
был проведён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курс корейской песни «Ариран», конкурс «Корейская семья»,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сохран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традиций, обычаев. 70-летие корейцев на казахстанской
земле стал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бще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акцией, получившей большой резонанс и охватившей десятки тысяч людей.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75-летия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гастрольное турне «Поезд памяти» по города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Артисты дал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в Хабаровске и Уссурийске, а
конечной точкой их маршрута стал Владивосток.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ринимала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жизни страны, в привлече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иций и
иннов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Пр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м участии Цхая Ю.А. в Алматы
был открыт завод LG по выпуску телевизоров, построен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при Посоль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акже построен первый в стране
завод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автомобилей
полного цикла в г. Костанае.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Юрия Андреевича, с участием АКК
создавались имиджевые проекты, такие
как международна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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школа-лицей «Достар» и др. Благодаря
его усилиям удалось консолидировать корейских лидеров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привлечь в общественное движение прогрессивную молодёжь, создать прочную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ую базу. АКК стала
узнаваемой и авторитет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В 2007 г.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К Цхай
Ю.А. назначается сенатором Парламента.
Данный факт демонстрирует высокое признание заслуг Цхая Юрия Андреевича, которые он внёс в развитие Казахстана как выдающийся спортсмен, крупный бизнесмен,
общественный деятель.
«Сегодня, оглядываясь назад, я с уверенностью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общественное
движение дало мне очень многое, способствовало моему многогранному развитию,
– отмечает Цхай Ю.А. – Вся работа, которую мы проделали и ещё сделае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чень важна, как для страны,
так и для наших соплеменников».
29 сентября 2007 г. в Астане во Дворце
мира и согласия проходят заключи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честь 70-летия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включающие
торжественное собрание и гала-концерт.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были зачитаны поздравления от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зарбаева Н.А. и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о Му Хен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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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분인 프로젝트 「빠먀찌(Память, - 기억,
회상)」의 일환으로는 강제이주를 견뎌낸 7천
여 명에 달하는 카자흐스탄 전역의 고려인 명
단이 만들어졌으며, 이들 모두에게 기념 선
물이 증정되었다. 그 밖에도 국제 한민족 노
래 경연대회 「아리랑」, 민족 문화•전통•풍습
의 보존을 주제로 한 경연대회 「까레이스까
야 쎄미야(Корейская семьмя, - 고려인 가
족)」 등이 개최되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
주 70주년 행사는 수만 명의 참가자들과 더
불어 대대적인 사회적 호응을 이끌어내며 실
로 범국가 규모의 이벤트로서 그 존재감을 알
리며 막을 내렸다.
한편 「고려극장」 창립 75주년 기념 행
사의 일환으로는 러시아 극동지역 도시들
을 대상으로 한 순회공연 「뽀예즈드 빠먀찌
(Поезд памяти, - 회상의 열차)」가 기획되
었다. 고려극장 소속 예술단은 하바로프스크,
우수리스크 시를 시작으로 하여 블라디보스
톡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카자흐스탄
의 사회•정치 분야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왔
으며 한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및 혁신기
술의 도입에도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채유
리 회장의 직접적인 주도로 알마티 시에 LG
전자의 TV 조립공장이 설립되었으며 대한민
국 대사관 산하 한국교
육원이 문을 열었다. 또
한 카자흐스탄 최초로
코스타나이 시에 자동
차를 완전생산하는 공
장이 들어섰다. 그밖에
채유리 회장의 지도와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
회의 참여 속에 국제학
교 「도스타르」가 설립
되는 등 공익 이미지 형
성을 목적으로 한 활동
또한 이루어졌다. 그의
노력 덕택에 각계에서
리더로 활약하는 고려
인들의 단합이 이루어
지고 사회운동에 진보

적인 청년층이 유입되었으며 탄탄한 물적•
기술적 자원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이로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사회적 인지도와
권위를 갖춘 기관으로 도약하였다.
2007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지
시에 따라 채유리 회장은 의회 의원으로 임명
된다. 이는 그간 채유리 회장이 저명한 스포
츠인, 대기업가, 그리고 공인으로서 카자흐스
탄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공로를 높이 인
정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지나온 날들을 되돌
아보며 내가 참여해온 사회운동이 나의 다각
적인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실로 많은 것을 가
져다 주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 채
유리 회장은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일들과 앞으로 할 일들은 우리의 국가, 그리
고 우리 동포 모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2007년 9월 29일 아스타나 시에 위치
한 「드보례츠 미라 이 싸글라씨야 (Дворец
мира и согласия, - 평화와 화합의 궁전)
」에서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폐막식이 진행되며 성대
한 연회와 갈라 콘서트가 열렸다. 이 자리
에서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
통령과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의 축사가
낭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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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РАСШИРЯЯ КРУГ ЗАДАЧ
(2008 – 2017 ГГ.)

В декабре 2007 г. в Алматы состоялся IX
внеочередной съезд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на котором президентом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был единогласно
избран Ким Роман Ухенович. Он возглавил
АКК в год 70-летия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и руководил корейским общественным движением ровно десять лет.
В честь 70-летия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АКК реализовала ряд крупных проектов: «Путь диаспоры», «Ариран», «Память»,
«Корейская семья» и многие др., которые,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стали своего рода подведением итогов многолетней работы, а с другой
–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огромный потенциал, имеющийся у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эффективного развит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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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анимавший в то время должность
вице-президента АКК Ким Р.У. полностью
отвечал за подготовку и проведение юбилей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то есть в его руках
была сосредоточена вся операционная
работа.
Юбилейные торжества прошли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с охватом огром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людей, участием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гостей, соплеменников из-за рубежа.
Многие до сих пор помнят тот год, богатый
яркими и важными для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са
событиями.
Тем временем в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е
начались серьёзные проблемы, что, естественно, отразилось и на положении дел
в Казахстан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ситуации менялись, и национальные культурные центры тоже должны были перестраивать
свою работ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ребованиями нового времени.
«Я пришел на должност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осле работы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
с 1999 г. по 2002 г. я работал акимом Каратальского района, – вспоминает Роман
Ухенович. – Это было очень сложное время, людям по нескольку месяцев задерживали пенсии и зарплаты, не было света,
тепла. Тем не менее, придя на обществе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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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제의 범위를 넓히며
(2008 – 2017)
2007년 12월 알마티 시에서 열린 제 9
회 비정기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총회에서
진행된 선거 결과 김 로만 우헤노비치(Ким
Роман Ухенович)가 만장일치로 협회장 직
에 선출되었다. 그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70주년이 되던 해부터 정확히 10년 동안 협
회를 이끌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70주년을 맞이하여
협회는 「디아스포라의 길」, 「아리랑」, 「기
억」 등 다수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기획하
였다. 이 같은 프로젝트들은 그간 본 협회가
여러 해 동안 수행해온 활동을 총결산하는 결
과물이자, 향후 발전에 대한 잠재성이 대대적
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부회장
직을 맡고 있던 김 로만 우헤노비치는 70주
년 행사의 준비 및 진행과 관련된 기획•운영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70주년 기념 행사는
대규모의 참가인원 수를 기록하였으며 다수
의 각계각층의 귀빈들과 해외동포들이 참석
한 가운데 매우 높은 수준으로 치러졌다. 오
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이 이 때를 중대한 행사
들로 말미암아 다채롭고 풍성했던 한 해로 기
억하고 있다.
한편 같은 시기 전세계적
으로 시작된 심각한 경제공황
은 자연히 카자흐스탄에도 그
영향을 미쳤다. 사회•경제•정
치적 상황은 급변하였으며 국
내 민족문화 센터들은 변화된
시대의 환경에 맞추어 활동 양
상을 수정해야 했다.
“내가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장을 맡게 된 것은 1999년
부터 2002년까지 알마티 주 (
州) 까라탈 군(郡)의 군수를 지
내며 정부공직자로 근무해온
이후의 일이다.” - 로만 우헤노

비치는 지난날들을 회상하며 말을 잇는다. “
당시는 매우 힘들었던 시기로, 사람들은 수
개월씩 밀린 급료나 연금을 받지 못하고 전
기, 난방의 공급 또한 끊기기 일쑤였다. 그러
나 지금 이 자리를 맡게 되면서 나는 이 업무
또한 난도(難度), 규모, 책임성 면에서 그 힘들
었던 지난 공직만큼이나 중압감이 크다는 것
을 실감했다. 내가 협회장 자리를 맡게 된 시
기는 마침 경제공황이 시작되던 때와 맞아 떨
어졌다. 그 전까지 협회가 축적한 것들을 보
존하고 계속해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우
선순위를 정하고 전략을 짜는 등 이른바 업무
의 ‘재시동’이 필요했다. 사회적 기관은 아이
디어의 지속적인 유입과 보충 없이는 아무런
발전도 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선순위들을 설정하였다. 이 시
기 본 협회는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의 지휘 하
에 범국가적 과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며 다각적인 업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활동범위는
단순히 고려인 디아스포라만의 이익을 대변
하는 것을 넘어섰다. 국제적 협력관계의 발전
이 이루어졌고 지방 소재 단체들과의 협동업
무에도 체계가 잡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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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ую работу, я ощутил, что по сложности,
по масштабности, по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она
не уступает госслужбе. Мой приход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Ассоциации как раз совпал с началом кризиса. 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всё наработанное за предыдущие годы и развиваться дальше, нужно было расставить приоритеты, выбрать
стратегию, нужна была «перезагрузка»,
поскольку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без постоянного притока идей, без подпитки просто не может развиваться».
И такие приоритеты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В этот период Ассоциация активно
включилась в процесс решения общ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задач, проводила разностороннюю работу под эгидой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Сфера деятельно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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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КК вышла за рамки чисто диаспорных
интересов. Развивались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вязи, выстраивалась системная работа с
регионами.
Основными задачами для АКК оставались сохранение и развитие самобыт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укрепление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гласия, пробужд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а также содействие в повышении трудовой и полит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са. В
то же время Ассоциация начала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оцессах, происходящих в
казахстанском обществе и в государстве
в целом, реализовывать экономические,
гуманитарные, социальные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развитие страны.
АКК стала активно выстраивать работу с Ассамблеей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с други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структурами.
Также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выходи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организация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2010 г. в городе Уштобе АКК при поддержке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К запустила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по созданию теплич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3
теплицы по новейши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технологиям
для выращивания томатов и
огурцов.
Данный проект дал импульс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в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м секторе между
Ассоциацией 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о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Енбекшиказахском
районе Алмат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отовится к запуску демонстрационно-обучающ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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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앞에는 고려인
고유 민족문화의 보존과 발전, 타 민족들과
의 화합, 민족 정체성의 자각, 근로/직업적
• 정치적 참여 면에서의 적극성 향상 등이
변함없는 주요 과제로 남아있었다. 그와 더
불어 협회는 카자흐스탄 사회와 국가 전체
적으로 일어나는 사안들에 활발히 참여하
기 시작하였으며, 국가발전을 위한 다각적
인 경제•인문•사회적 프로젝트들의 구현에
도 힘을 보탰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카자흐스
탄 민족회의 및 타 정부부처들과의 협업
관계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시작
했다.
한편 대한민국 기관들과의 협력 또한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 카자흐스탄 고려
인 협회는 2010년 우슈토베 시에서 주 카
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지원 아래 온
실하우스 시스템을 합작으로 구축하였으
며, 토마토 및 오이 재배를 위한 총 3채의
온실이 한국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건
축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
회와 대한민국 간 농업부문 내 합작 사업
의 본격화에 물꼬를 틀었다. 현재에는 알
마티 주 옌볙시카자흐(Енбекшиказах) 군
에서 한국의 혁신기술 및 투자 유치를 목
적으로 한 실습•학습 교육센터가 운영 준
비 중에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가 북한 측
과의 관계 발전에도 항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는 점 또한 상기해 둘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
탄 고려인 협회는 나아가 한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기에 이르렀다.
본 협회는 정치적 사안들을 비껴간 문화, 스
포츠, 교육 분야에서 서로의 접점을 찾아내며
양측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들의 진행
을 주관하기 시작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또다른 특별한
자부심으로는 「카자흐스탄 고려극장」과 신
문 「고려일보」를 꼽을 수 있다. 독자적인 고
려인 문화를 상징하는 이 두 기관들이 한때
처했던 존립 위기를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의 도움으로 극복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
다. 현재 고려극장은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세
계에서 유일하게 ‘국립’ 및 ‘아카데미’ 지위를
보유한 한민족 극장이며, 고려일보는 카자흐
스탄 정부로부터 다각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민족신문이다. 오늘날 이들과 카자흐스탄 고
려인 협회 간의 협업은 체계적인 형태로 이루
어지고 있다.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카자흐스탄이
독립을 맞이하게 됨과 동시에 각 민족들에게
는 민족적 자기실현과 더불어 각자의 독자적
문화, 언어, 전통 및 풍습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등한 기회의 장이 열렸다.
오늘날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활약하고 있다. 이들
이 가진 애국심, 높은 수준의 전문성, 근면
성을 바탕으로 과학, 교육, 비즈니스, 의료
계 등 많은 분야들에서 단연 두각을 드러내
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성과는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성
되어 있는 카자흐스탄 사회의 환경에 기인
하고 있다.
카자흐 민족은 특유의 온정과 환대, 호
의로 타 민족들을 대함으로서 모두를 하나
로 결속시켰으며, 그 결과 지금과 같이 다양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존립할 수 있
게 되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에서 살아가는 130여
개의 민족들 중 60개 민족 이상이 지난 세기
중반 이곳으로 강제이주를 당한 이들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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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тр по привлечению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ннов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инвестиций.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АКК всегда развивала связи и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ой.
Кроме того, Ассоциация стала выступать в
роли медиатора в процессе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Находя точки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через культуру, спорт, образование, не касаясь политики, АКК стала выступать инициатором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 участием южнокорейской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
Особой гордостью корейцев являются действующие в Казахстане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и газета «Корё ильбо». Без ложной
скромности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в своё
время эти уникальные структуры выжили
благодаря помощ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Сегодня же театр – единственный в мире за пределами Кореи – имеет
статус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а газета всячески поддержива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ом. Их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АКК выведено
на системную основу.
С обретением стран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у всех этнос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м Казахстане, появились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для развития своей самобытной культуры,
языка, традиций и обычаев.
Сегодня казахста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дставлены во всех сферах. Благодаря своему
патриотизму, высокому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у,
трудолюбию они добиваются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в науке, образовании, бизнесе,
медицине и других отраслях. Конечно же,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созданным
в Казахстане условиям, где каждый гражданин имеет равные права и возможности.
Казахский народ своим радушием, гостеприимством, доброжелательным отношением к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других этносов
смог сплотить вокруг себя столь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е обществ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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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з 130 этносов, проживающих сегодня
в Казахстане, более 60 были депортированы сюда в середине прошлого века и обрели здесь настоящую Родину, смогли реализоваться.
С самого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переселенцев корейцы всегда стремились выразить благодарность казахскому народу. Но
не просто высказать эти глубокие, искренние чувства на словах, но и увековечить
память о тех временах, когда местное население, само находясь в тяжелейших условиях, протянуло руку помощи корейцам и
другим депортированным народам. Именно тогда закладывалась основа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людьми, зарождались
истинные ценности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 2012 г. по инициативе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в городах Уштобе
и Уральске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монументы благодарности казахскому народу от
всех депортированных этносов – «Қазақ
халқына мың алғыс». В этих памятниках отражается бесценное историческое наследие нашего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народа.
Сегодня подобные мемориалы благодарности появились уже в нескольких городах
Казахстана.
В декабре 2012 г. Ким Р.У. был избран
депутатом Мажилиса Парлам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ятого созыва от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Конечно, работа в высшем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м органе страны, а также руководство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накладывают на тебя огромн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 говорит Роман Ухенович. – Ты осознаешь, что представляешь свой этнос и поэтому должен всегда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определённой планки.
В этом смысле мне, наверное, было всётаки немного легче, так как у меня уже
был опыт работы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в общественном движении».

30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들은 이곳에서 진정한 고향을 얻고 고유의 민
족정체성을 바탕으로 자기실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주민 1세대부터 현 세대에 이르기까
지 고려인들은 그들을 받아준 카자흐인들
에게 늘 감사를 표하려 노력해왔다. 특히
그러한 진실되고 깊은 감사의 감정을 단순
히 형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시 자
신들 또한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강제 이
주된 고려인들과 여러 다른 민족들에게 그
들이 내밀었던 도움의 손길에 대한 기억
이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말이다. 바
로 그러한 노력 속에서 다민족 카자흐스
탄 사회의 진정한 가치가 정립되고 그 사
회의 구성원들 간 상호관계의 토대가 다져
지게 되었다.
2012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주
도 하에 우슈토베 시와 우랄스크 시에 모든
강제이주 민족들이 카자흐 민족에게 헌정
하는 감사의 기념비 「카작 할크나 믕 알그
스 («Қазақ халқына мың алғыс», - 카자
흐 민족에게 큰 감사를)」가 세워졌다. 이 기
념비들은 다민족 카자흐스탄의 귀중한 역
사적 유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 카자흐
스탄의 다른 여러 도시들에도 추가로 세워
져 있다.

2012년 12월 김 로만 우헤노비치는 카
자흐스탄 공화국 민족회의를 통해 제5대
카자흐스탄 공화국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
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물론 국가 고등 입법기관에서의 업무와 고려
인 공공기관의 책임자 역할은 내게 막중한 책
임감을 지우고 있다. 자신의 민족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을 자각하며 늘 특정한 계획
과 철칙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 이미 공직과 사회운동에 몸담
았던 경험이 있는 내게 본 의원직 수행은 비
교적 수월하게 다가왔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예로부터 늘
사회적 이변과 사건들의 전방에서 활약하며
효율적인 활동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힘써
왔다. 특히 기존 민족 센터들 중에서 가장 먼
저 기관의 구조개편을 실행하며 협회를 새로
운 법적 형태인 ‘법인 연합 「카자흐스탄 고려
인 협회」’로 탈바꿈시켰다. 이를 기점으로 모
든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지부들 또한 각
각의 소재 지역들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
을 수행하며 원활한 정부조달 및 민족회의•시
청, 그리고 각종 기금 및 재단 등의 국고보조
프로그램 등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
로 법적 형태를 독립 법인으로 바꾸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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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КК всегда находилась в авангарде событий и стремилась эффективно выстроить свою работу. Так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одна из первых среди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нтров начала процесс реорганизации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в новую юридическую форму –
Объединение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Все филиалы
АКК начали постепенно переоформляться
в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е юридические лица для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й работы на местах, участи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заказах, грантах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акиматов,
фондов и др.
В 2016 г. Ким Роман Ухенович вновь
избирается депутатом Мажилиса Парламента РК шестого созыва, что является высоким признанием его успешной работы и
деятельности руководимой им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Ассоциация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т в реализации Посланий Президента РК, воплощении в жизнь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ограмм. Работа АКК охватывает
самый широкий круг задач,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динамичное развитие государства.
В частности, говоря о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ах, Первый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Елбасы
Назарбаев Н.А. неоднократно называл и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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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живым мостом» между Казахстаном и Кореей. Ассоциация восприняла эти слова не
просто как красивую метафору, а как руководство к действию. Ассоциация проводит
широкую работу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в Казахстан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иций,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За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в сфер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АКК реализовала
целый ряд инициатив. Ежегодно совместно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ой Ассоциация
воплощает в жизнь конкретные проекты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ферах. Это уже отработанные программы, действующие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Кроме того, идёт поиск
новых путей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2017 г. исполнилось 80 лет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на благодатной казахской
земле. Для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эта знаменательная дата стала своего
рода рубежом, к которому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подошла, имея богатейший
опыт работы, солидный имидж, признание
на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м и международном
уровнях.
В честь юбилейной даты АКК реализовала целый ряд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х
проектов,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чествован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поддержку молодёж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ыло уделено выражению благодарности казахскому
народу, принявшему корейцев
на своей земле.
С 80-летием проживания в
Казахстане корейцев поздравили Первый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Елбасы Назарбаев Нурсултан Абишевич
и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
Накануне знаменательной
даты – 80-летия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в 2017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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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김 로만 우헤
노비치는 제 6대 카자흐스
탄 공화국 하원 의원으로
재선출되었으며, 이는 그
의 성공적인 업무 성과와
그가 이끌어온 고려인 협
회의 활동 공로가 높이 인
정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
회는 또한 카자흐스탄 공
화국 대통령의 유시(諭示)
및 국가의 전략적 프로그
램들을 실현하기 위한 작
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 협회는 매우 폭
넓은 범위에서 카자흐스
탄의 역동적 발전을 목표
로 하는 과제들을 다루며 활동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인 N.A.
나자르바예프는 이미 수차례 카자흐스탄의 고
려인들을 가리켜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을 이
어주는 ‘살아있는 다리’로 지칭한 바 있다. 카자
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이를 단순히 ‘듣기 좋은
비유’가 아닌 ‘행동개시에 대한 지침’으로 받아
들이고 이내 한국발 투자 및 첨단기술을 카자
흐스탄에 유치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에 돌입
하였다. 그 결과 지난 수년 간 대한민국과의 국
제적 협력에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주도
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에 따른 많은 성과를 창
출해 내왔다. 현재 협회는 매년 한국 측과 협업
을 통해 사회•경제, 문화, 교육 분야에서 구체적
인 프로젝트들을 실현시키며 이들을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
램들로 안착시키고 있다. 그 밖에도 꾸준히 새
로운 협력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2017년 고려인들이 비옥한 카자흐스탄
땅에 정주한지 80해 째가 되었다. 그동안 더
욱 더 풍부한 경험을 비축하고 견고한 대외적
이미지를 구축하였으며 국내외로 그 권위와
입지를 인정 받은 카자스탄 고려인 협회에게
있어 이 기념비적인 해는 하나의 전환점과도
같이 다가왔다.
정주 80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카자흐스

탄 고려인 협회는 위 세대들에 대한 예우와
젊은 세대에 대한 지지를 골자로 하는 일련
의 프로젝트들을 대대적인 규모로 실현하였
다. 특히 일찍이 자신들의 땅에서 고려인들
을 환대하여 준 카자흐 민족에게 감사를 표
하는 행사에도 세심하고 특별한 정성이 기
울여졌다.
고려인 카자흐스탄 정주 80주년에 대한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초대 대통
령과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축사 또한 이
루어졌다.
기념비적인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
주 80주년의 해인 2017년에는, 또한 「엔
쯰클로뼤지야 까레이쩨프 카자흐스타나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 카자흐스탄 고려인 백과사전)」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본 저서는 총 150여 명
으로 이루어진 창작인들이 공동으로 다각
적인 집필 과정 속에서 지치지 않는 열정
과 무게감 있는 노력을 들이며 활발한 참여
를 통해 결실을 맺은 산물이다. 본 프로젝
트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공훈 활동가이
자 교수인 박 이반 찌모페예비치(Пак Иван
Тимофеевич)의 지휘 하에 실현되었다. 본
백과사전에는 1천 5백여 명에 달하는 과학•
문화•교육•경제 분야 공훈 인물들이 총망라
되어있으며 고려인들이 짊어졌던 녹록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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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ышла в свет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ЭКК) – итог плодотворной и
неустанной работы целого творческого
коллектива, когда на разных этапах в составлении энциклопедии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ли и внесли весомый вклад около 150
человек. Руководил проектом Заслуженный деятель РК, профессор Пак Иван Тимофеевич. В энциклопедии собран материал
о полутора тысячах заслужен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ях науки, культуры, образования, экономики; также повествуется об истории, о
нелегкой судьбе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со
сло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х участников, через
годы суровых испытаний пронесших благодарность казахстанской земле и казахскому народу.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 это тематическая компактна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книга, включающая в
себя разносторонние материалы, посвящённые казахстанским корейцам. В книге
4700 статей, содержащих сведения о разнообразных сторонах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В начале издания освещен исторический путь корейцев-переселенцев и их предков, пройденный ими
от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через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до Казахстана, – путь длиною в тысячи километров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и более чем в полтора столетия во времени, из которых более половины – 80 лет – в
Казахстан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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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ЭКК представлено около 500 наиболее употребительных слов исчезающего на
наших глазах коре мар – языка корейцев,
населяющих постсовет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И даже это не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слов
показывает, насколько он отличен от литературного стандарт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собенно в произношении.
Идея данного проекта зародилась давно, но конкретная работа над энциклопедией начала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с начала 2015
г. Проект стал поистине общим, объединяющим всех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дробные сведения о ходе работы регулярно
публиковались в газете «Корё ильбо». К работе над ним были привлечены корей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Казахстана, регионы и филиалы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проявили и внесли посильный вклад многие казахстанцы, среди
них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цы, но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руги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Особую ценность в процессе работы над энциклопедией представляли советы, предложения и
замечания по содержанию, трактовке терминов, слов, названий, объёма и в целом
всего материала.
В конце книги помещена хронология
событий жизни корейцев. Энциклопедия
призвана расширить знания 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ах как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и единого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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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숙명을 다룬 역사와 그러
한 힘든 시기를 직접 견뎌내
며 카자흐 땅과 민족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아온 이들의
증언들이 담겨 있다. 카자흐
스탄 고려인들에게 헌정하
기 위해 기획된 「카자흐스
탄 고려인 백과사전」은 하
나의 주제 아래 다각적인 자
료들을 망라하여 포괄적이
며 밀도 있게 담아낸 서적
이다. 본서에는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삶과 생활 활동
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한
4천 7백개의 사설이 포함되
어 있다. 책의 머리에는 고
려인 강제 이주민들과 그 선
조들이 150년 이상의 시간
적,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의
공간적 거리를 헤쳐온 역
사적 경로 –한반도에서 러
시아의 극동지역, 그리고 카
자흐스탄으로 이어지는– 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데, 특히 고려인들이 150여
년의 세월 중 절반 이상인
80년을 카자흐스탄 땅에서
살아온 점을 상기하는 부분
은 새삼 새로운 감회로 다가
오는 대목이다.
또한 이밖에도 「카자흐스탄 고려인 백
과사전」에는 오늘날 점차 소실되어 가고 있
는 구소련 지역 거주 고려인들의 언어인 ‘
고려말’ 단어 500여 개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같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수의 단어들만
으로도 표준 한국어와의 상당한 차이 -특히
발음에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비교•정리해
놓은 점이 눈길을 끈다.
본 서적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미 오래 전
기획되었으나, 구체적인 백과사전의 편찬 작
업은 2015년 초에야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
는 실로 카자흐스탄의 모든 고려인들을 하나
로 단결시켜 주는 작업이 되었다. 작업 과정에

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고려일보를 통해 상세
히 공개되었으며, 책의 편찬 작업에는 카자흐
스탄 내 고려인 기관들과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및 지부들이 참여하였다. 그 밖에도 고려
인 이외의 많은 카자흐스탄인들 또한 본 프로
젝트에 큰 관심을 표하며 지대한 도움을 보탰
다. 편찬 과정에서 서적의 내용, 사용되는 용어•
어휘•명칭들의 해석, 분량 등과 자료 전체에 대
해 이루어진 많은 조언과 제안, 첨삭 등이 큰 도
움이 되었다.
책의 말미에는 고려인들의 삶 속에서 일
어난 사건들이 연대별로 정리되었다. 본 백과
사전은 카자흐스탄 국민을 구성하고 있는 여
러 민족들 중 하나인 고려인들에 대한 지식
과 이해도를 넓히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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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В ДУХЕ НОВОГО ВРЕМЕНИ

22 сентября 2017 г. в Алматы состоялся
XIII съезд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Данным съездом завершался процесс
реорганизации юридического статуса АКК
из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в Объединение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В связи с этим в этот же день был проведён учредительный съезд уже Объединения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где был утвержден новый
устав организации, избраны правление,
президиум, ревизионная комиссия и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Согласно новому уставу в структуре появился попечительский совет АКК,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торого был избран Цхай
Юрий Андрееви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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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зидентом ОЮЛ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был избран Огай Сергей
Геннадьевич, ранее занимавший должность
вице-президента.
Так сложилось, что актив АКК в большинстве регионов к 2017 г. в основном
состоял из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и молодёжи, а среднее поколение
30-50-летних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ыло
малоактивно. Поэтому новому руководству
АКК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 активное
вовлечение среднего поколения в общественную работу, но при этом сохранение
преемственности и баланса между старшим, средним и молодым поколениями.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данной задачи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бновить состав постоянного исполнительного органа – президиума АКК. В команду нового президиума
вош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лидеры среднего возраста, которые активно включились
в работу.
Сегодня АКК ежегодно осуществляет
более 20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 программ, из которых
более половины – это постоянные программы на ежегодной основе.
Под эгидой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организован Деловой клуб, который объединяет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руководителей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в
Нур-Султане, Алматы, Атырау, Шымкенте,
Актау и Караганде. Бизнес-клуб являетс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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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1.4. 새 시대의 정신으로
2017년 9월 22일 알마티 시에서 제 8회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본 대회를 통해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법
적 형태가 ‘공화국 사회연합’ 에서 ‘법인연합’
으로 변경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같은 날 ‘법인연합 「카자흐
스탄 고려인 협회」’의 창립총회가 진행되었으
며, 이 자리에서 새로운 정관이 채택되고 이사
회, 간부회, 감사위원회, 원로회가 발족되었다.
또한 새로운 정관에 의거하여 카자흐
스탄 고려인 협회 후원회가 부설되고 채 유
리 안드례예비치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법인 연합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회장으로는 그 전까지 부회장 직을 맡았던 오
가이 셰르계이 겐나지예비치(Огай Сергей
Геннадьевич)가 선출되었다.
2017년 당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열성 활동원들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장년층과 청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
으며, 30-50대의 중년층 고려인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양상을 띠고 있었
다. 이에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새로운 임원진은 중년층 고려인들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한편 기
존 장년•청년 층의 참여 비중 또한 유
지되도록 하여 전 세대간 균형의 확
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설정
하였다.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협회
내 상설 집행기관인 ‘카자흐스탄 공
화국 협회 간부회’의 구성원을 교체
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으며, 전문성을
갖춘 중년층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간
부회의 일원으로 선출되어 활발한 업
무에 돌입하였다.
오늘날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
회는 매년 20건 이상의 내수 및
국제 행사들과 프로그램들을 시
행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
이 연례 방식으로 주최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주도 하
에 누르술탄, 알마티, 아트라우, 심켄트, 악타
우, 카라간디 시 소재의 중소기업체 경영자
들을 연합시켜 주는 「비즈니스 클럽」이 창설
되었다. 본 비즈니스 클럽은 카자흐스탄 고
려인 협회의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여러 프
로그램들의 기획과 자금조달 과정에 참여하
고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비즈니스 클
럽은 이후 러시아 • 우즈베키스탄 • 키르
기스스탄 • 우크라이나 • 한국 • 카자흐스
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300 명 이상의 경
영자들로 이루어진 9개 비즈니스 클럽들
을 하나로 잇는 글로벌 사업가 플랫폼인
「고려인 비즈니스 클럽 연합회 (ОКБК)」
가 창설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
기도 했다.

43

년

30

ЛЕТ.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ктивным партнёром АКК в организации и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ряда программ.
Деловой клуб АКК стал одним из инициатором создания глобальной площадки
бизнесменов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ских
бизнес-клубов» (ОКБК), которая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более 300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з 9
бизнес-клубов России, Узбекистана, Кыргызстана, Украины, Южной Кореи и Казахстана.
После начала консолидации бизнесменов президиум АКК пришел к осознанию,
что идея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среднего
возраста имеет перспективы. Тогда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начать работу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науки, образования, медицины и других сфер
деятельности, где представлены казахстанские корейцы.
Летом 2018 г. был дан старт программе
AKK-Networking. Основная цель площадки
– это поиск и поддержка новы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орейских лидеров. В июне 2019
г. был проведён форум AKK-Networking,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более 100 лидеров –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ных отраслей.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сформировать постоянно действующую сеть, которая регулярно пополняется. Сегодня более 200
участников сети активно взаимодействуют,
участвуют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тренингах, повышают квалификацию.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 это неотъемлемая часть работ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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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ссоциации. На протяжении 30 лет АКК
находится в тес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м академическим корейским театром музыкальной
комедии. В 2018 г.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получил новое здание в центре города Алматы,
которое стало очагом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Казахстане.
В апреле 2019 г. в рамках официального визита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Дже Ина в Казахстан в городе Алматы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 также посещ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Одним из важ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деятельности АКК является развит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вязей и качественное выполнение роли «моста» между Казахстаном
и Кореей. Сегодня АКК наладила актив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Посольством и Генеральным консу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азахстане, Центром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гентством по торговле и инвестициям KOTRA, Агент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KHIDI, Агентством
по развитию туризма Кореи, Фондом
поддержк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и
Академией «Тхоныль нанум» и друг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В течение года АКК
проводит совмест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
Ассоциацией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в Казахстан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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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비즈니스맨들 간의 연합이 이
루어지기 시작하자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
회 간부회는 중년층 고려인들의 단합에 대
한 아이디어에 높은 전망성이 있음을 절감
하였다. 이에 정부기관, 과학•교육•의료 및
기타 다양한 분야에 포진해 있는 카자흐스
탄 고려인들과의 협업을 본격화하기로 결
정 내려졌다.
2018년 여름 「AKK-Networking」으로 명
명된 프로그램이 닻을 올렸다. 본 플랫폼의
주 목적은 새로운 고려인 전문직 리더들의 물
색 및 지원에 있다. 2019년 6월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100명 이상의 리더들이
참여한 ‘AKK-Networking 포럼’이 개최되었
다. 본 행사에서는 정기적인 충원을 기반으로
하는 상설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결정되었
으며, 현재 200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발한 상
호 협업을 하며 다양한 마스터 클래스와 트레
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전문성 향상에 매
진하고 있다.

한편 고려인 문화 및 예술
의 발전 또한 카자흐스탄 고려
인 협회의 주요 활동 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 30년
동안 협회는 「국립 공화국 아
카데미 고려인 음악 희극장 (이
하 고려극장)」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지속해 왔다. 고려극장
은 2018년 알마티 시의 중심지
에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화의
보금자리를 계속해서 꾸려나갈
새로운 건물을 배정 받았다.
2019년 4월에는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카자흐스
탄 내방의 일환으로 알마티 시에서 카자
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대표들과 만남을
가지며 고려극장을 방문하였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활동의 주요
방향 중 하나는 국제 협력관계의 발전 및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 징검다리 역할의 수
행이다. 오늘날 협회는 주 카자흐스탄 대한
민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 한국 교육원, 대
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보건산
업진흥원 (KHIDI), 한국관광공사, 통일과나
눔 아카데미 등을 포함한 많은 한국 기관들
과 활발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으며 매년
카자흐스탄 한인회와 합작하여 행사들을 주
최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주 러시
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과도 활
발한 협력관계에 있으며 양국에서 주최되는
행사에 각측 사절단의 상호 방문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이미 6세대 고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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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КК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ет с Посольством КНДР в России, постоянно происходит обмен делегациями на мероприятиях
как в Казахстане, так и в КНДР.
В Казахстане проживает уже шестое
поколение корейцев, и за более чем 80 лет
сформировалось большое наследие, которое несет в себе уникальность и историческую ценность. Ассоциация начала работу
по сбору информации об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во всех доступных источника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АКК.
В 2020 г. дан старт долгосрочному проекту «Музей ОЮЛ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 этнографическая корейская
деревня для постоянного сбора и архивирова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ах, экспонатов, фотографий, книг и предметов обихода. Это
место, где будет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постоянная экспозиция об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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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азахстана, АКК,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газеты «Корё ильбо», героев-патриотов,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фотогалерея
известных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где
каждый сможе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традициями.
В 2020 г. начинается разработка Концепции развития АКК до 2030 года.
Время идёт, и возникают новые вызовы
и изменения современности, с которыми
столкнулись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организации.
С развитием интернета,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и в связи с доступностью информации современное общество становится открытым и мобильным. Меняется всё вокруг, и
АКК нужно идти в ногу со временем.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концепции развити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разработала долгосрочные программы.
Основные задачи концепции:
1.
Усиление информированности о работе АКК;
2. Изуч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языка;
3. Повышение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а;
4. Перезагрузка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Кореей;
5. Консолидация историческ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езультатом
концепции
станет формирование открытого, системного,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го подхода в работе АКК.
Многое сделано за 30 лет, и
ещё многое предстоит сделать.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остоянно держит
курс на то, чтобы казахстанские
корейцы вносили достой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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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지난 8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독특한 특성과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수 많은 문화적 유산이 축적되었다. 카자흐스
탄 고려인 협회는 국내 전역에 있는 각 지부
와 기타 모든 근원지들을 통해 카자흐스탄 고
려인들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
을 시작하였다.
2020년에는 장기 프로젝트인 「법인연합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박물관」이 그 시작
을 알렸다. 본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 고려
인들에 대한 역사적 정보와 전시물, 사진자
료, 서적, 일상의 물건들을 상시적으로 보충
하여 보관•전시하는 민족지학(民族誌學) 박
물관 형태의 고려인 마을을 구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과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고려
극장, 고려일보, 애국영웅, 독립투사들에 대
한 역사적 자료들과 고려인 저명인사들의 사
진 등을 전시하고 방문객 누구나 고려인 문
화와 전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소로 운영
될 계획이다.
또한 2020년에는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발전안’의 수립
작업이 시작되었다.
사실상 오늘날 현존하는 모든 기관들이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계속해서 대두되는
새로운 도전과제들과 새 시대에 의한 변화
들에 직면하고 있다.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의 발달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인

해 현대사회는 더욱 더 개방되어가며 모바
일성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 주변 환경 속
모든 것이 바뀌는 바, 카자흐스탄 공화국 협
회 또한 그러한 변화에 발 맞추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상기 협회 발전안의 실현을 위해 카자흐
스탄 고려인 협회는 일련의 장기 프로그램들
을 수립하였다.
개발안의 주요 과제들:
1.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활동 및 업무
에 대한 대외 인식도의 강화
2. 국어(國語)의 학습
3. 전문성의 향상
4. 대한민국과의 상호관계 재설정
5.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역사•문화적
유산 일원화
상기 발전안을 실현함으로서 협회의 업
무가 개방적•체계적•제도적 접근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많은 성과들이 달성되
었으며,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
이 남아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국내 고려
인들이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발전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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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ЛАВА 2
СТРУКТУРА ОЮЛ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За 30 лет работы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многие лидеры и активисты приложили немало усилий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единой, упорядоченной и
эффективной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й структуры
с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м центром в городе Алматы и региональными корей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во всех областных центрах Казахстана.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центр АКК осуществляет функции консолидации всех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и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и программ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асштаба. Осуществляет основные коммуникации с Ассамблеей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уровня, зарубежными партнёрами.
Региональные корейские этнокультур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аю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 казахста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и
партнёрами из Ассамблей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в регионах, взаимодействуют с мест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ами.
В результате разделения полномочий
работа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АКК и региональных членов АКК не пересекается, а эффективно дополняет и усиливает всю сеть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 Казахстане.
АКК осуществляет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д эгидой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3.
ОО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Чинсон» Акмо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4.
ОО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Актю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5.
ОО «Корейско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Алматинской области»
6.
ОО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Тхоньиль-Атырау»
7.
ОО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Восточно-Казах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
8.
ОО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Жамбылской области «Корё»
9.
ОО «Корейско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Западно-Казах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
10.
ОО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Карагандинской области»
11.
ОО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Костанайской области»
12.
ОО «Кызылординское областн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13.
ОО «Корейско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Чосон» Мангистауской области»
14.
ОО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авлодарской области»
15.
ОО HangugQazaqstan СевероКазах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
16.
ОО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Южного Казахстана»

ОЮЛ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состоит из 16 корейских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 членов АКК:
1.
ОО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г. Нур-Султана»
2.
ОО «Алмат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Органами управления ОЮЛ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являются:
• Высший орган управления – съезд
АКК;
• Испол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 правление, президиум, аппарат;
• Наблюдательный орган – попечительский сове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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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인연합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조직구조
지난 30년간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활동이 이루어져 오는 동안 많은 리더들과 열
성 활동원들은 알마티 소재 본부와 및 각 주
도(州都) 소재의 지부들 간에 단일화되고 체
계적이며 효율적인 업무구조를 구축하기 위
해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공화국 센터
(본부)’는 국내 및 국제 프로젝트들과 프로그
램들의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전국 모든 고
려인 단체들을 통합하여 관제하는 기능을 담
당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공화국 민족회의
및 정부 중앙부처들 그리고 해외 파트너들과
의 소통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 고려 민족문화 단체들은 각자의 소
재지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 민족회의 소속
의 파트너들 및 고려인들과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의 정부부처
들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 권한의 분배가 이루어진 결과 카
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본부와 타 지역들 소재
지부들의 업무는 상호간에 상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전국에 형성된 고려인 단
체들 간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보완하며 강
화시켜주고 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카자
흐스탄 공화국 민족회의의 총지휘 하에 활동
을 수행하고 있다.
법인연합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다음과 같이 총 16개의 지방 소재 고려 민족
문화 단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1. 「누르술탄 시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г. Нур-Султана)」
2. 「알마티 고려문화중앙회 (Алмат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3. 「아크몰린스크 주 고려 문화센
터 ‘친선’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Чинсон» Акмо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4. 「악튜빈스크 주 고려인 협회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Актю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5. 「알마티 주 고려 민족문화 연합
(Корейско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Алматинской области)」
6. 「민족문화
사회연합
‘통일-아트
라우’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Тхоньиль-Атырау»)」
7. 「동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협회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Восточно-Казах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
8. 「잠블 주 고려인 협회 ‘고려’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Жамбылской
области «Корё)」
9. 「서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 (Корейско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Западно-Казах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
10. 「카라간디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Карагандинской области)」
11. 「코스타나이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Костанайской области)」
12. 「크즐오르다 주 사회연합 ‘카자흐스
탄 고려인 협회’ (Кызылординское областн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13. 「망그스타우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
‘조선’ (Корейско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Чосон» Мангистауской области)」
14. 「파블로다르 주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авлодарской области)」
15. 「북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민족문화
센터 ‘Hangug Qazaqstan’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Hangug Qazaqstan СевероКазах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
16. 「남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Южного Казахстана)」
법인연합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를
운영하는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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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онтролирующий орган – ревизионная комиссия;
• Консультативно-совещательный
орган –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Съезд ОЮЛ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В состав съезда Ассоциации избираются:
- делегаты членов Ассоциации;
- члены правления;
- члены попечительского совета;
- члены ревизионной комиссии;
- члены совета старейшин.
Съезд Ассоциации вправе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я по любым вопросам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 исключительной компетенции съезда АКК относятся: изменения устава, выборы органов
управления, отчеты, распоряжение недвижимым имуществом.
Съезд созывается не реже одного раза
в 5 лет.
Правление АКК
Правление Ассоциации – это коллегиаль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орган АКК.
В состав правления Ассоциации входят:
- Первые руковод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Ассоциации;
- Призна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 Президент;
- Вице-президенты;
-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старейшин.
К компетенции правления Ассоциации
относятся: разработка и реализация стратегий, концепций, проектов, программ деятельности АКК; утверждение членов президиума; создание экспертных, аналитических,
социологических и иных служб АКК; ротация или кооптации членов правления АКК.
Правление проводит свои собрания не
реже одного раза в го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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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л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своей постоя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авление формирует президиум АКК. Президиум осуществляет работу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выполнения задач,
стоящих перед Ассоциацией, вносит свои
предложения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правления
Ассоциации.
Правление и президиум возглавляет
президент АКК.
Президент АКК.
Президент АКК – Огай Сергей Геннадьевич.
Президент осуществляет общее руководство направлениями деятельности
Ассоциации; определяет состав вице-президентов АКК и их количество; формирует
штат аппарата АКК и определяет функциональные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дставляет интересы АКК в отношениях с любыми третьими лицами, включ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рганы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коммерческие и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иностранные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избирается
съездом Ассоциации сроком на 5 лет.
Попечительский совет АКК
Председатель попечительского совета
– Цхай Юрий Андреевич.
В состав попечительского совета Ассоциации избираются не более 10 человек
из числа признан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опечительский совет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в разработке стратегий, концепций
развития АКК, участвует в согласовании
ежегодных планов мероприятий, кандидатуры президента АКК, принятии новых
членов АКК.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АКК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старейшин – Пак
Иван Тимофееви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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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운영책임 기관 – 카자흐스탄 고
려인 협회 대회
• 집행부 - 임원회, 간부회, 사무국
• 감독기구 – 후원회
• 감사기구 – 감사 위원회
• 자문기구 – 원로회
법인연합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대
회
본 협회 대회의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
- 협회원 대표단
- 임원회 일원들
- 후원회 일원들
- 감사 위원회 일원들
- 원로회 일원들
협회 대회는 본 협회의 활동과 관련한
모든 사항들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예
외적으로 대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사항들
은 다음과 같다: ▴정관의 변경 ▴운영기관
의 선정 ▴회계보고 ▴부동자산의 관리 및
처분
대회는 최소 5년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임원회
협회 임원회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의 공동집행기관이다.
본 협회의 임원회의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다:
- 협회 지부의 제1 지도자들
- 카자흐스탄 고려인 공훈 대표자들
- 회장
- 부회장들
- 원로회장
협회 임원회의 권한 범위에는 다음 사항
들이 포함된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활
동의 전략•콘셉트•프로젝트•프로그램의 개
발 및 시행 ▴간부회 구성원 명단의 승인 ▴
전문가감정•분석•사회조사 등과 같은 업무
부서의 부설 ▴협회 임원회 구성원의 순환관
리 및 신규선출.

임원회는 연중 최소 1회 이상의 모임을
진행한다.
임원회는 스스로의 상시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간부회를 형성한다. 간부회는 협회 앞에
놓여진 과제들의 해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
며 권고•건의 사항들을 작성하여 임원회의 심
사에 부친다.
임원회와 간부회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회장의 지휘 하에 기능한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장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회장직은 오
가이 셰르계이 겐나지예비치가 맡고 있다.
협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협회 활동의 전반 총괄 ▴협회 부회장직 인
사의 임명 및 인원수 지정 ▴협회 내 부서들의
구성원 지정 및 직책 지정 ▴카자흐스탄 공화
국 정부부처들, 영리 및 비영리 기관들, 외국
및 국제 기구들을 포함한 제3자들에게 협회
의 이익 대변.
협회장은 협회 대회를 통해5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후원회
후원회의 회장직은 채 유리 안드례예비
치가 맡고 있다.
협회 후원회의 구성원들로는 10명 이하
의 인원이 선출되며, 특정한 인정을 받은 카
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자격을 부여받는다.
후원회는 다음과 같은 협회 내부 사안들
의 결정과정에 참여한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발전 전략 및 발전안의 수립 ▴연내 행
사들의 시행 계획 승인 ▴협회장 후보 승인 ▴
협회 신규 회원 가입 승인.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원로회
원로회 회장직은 박 이반 찌모페예비치
가 맡고 있다.
원로회는 협회의 자문기구로서 협회 대
회를 통해 5년의 임기를 기본으로 10명 이하
의 구성원들이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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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является консультативно-совещательным органом Ассоциации, который избирается съездом Ассоциации сроком на 5 лет, в составе не более
10 человек.
Ревизионная комиссия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визионной комиссии
– Пак Алла Дясуновна.
Ревизионная комиссия избирается
съездом Ассоциации в составе 3 человек
дл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контроля за правильностью использования бюджета Ассоциации и осуществления финансов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сполнительными
органами Ассоциации. Срок полномочий
ревизионной комиссии – 5 лет.
Региональные корей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АКК – члены АКК
Каждая региональная корей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 член АКК – имеет свою структуру. В каждой организации есть правление,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молодёжный центр 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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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труктурны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в виде клубов
или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Структурны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АКК
В дан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АКК является
основателем или учредителем:
- ТО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Корё ильбо
KZ»;
- Общественный фонд «Корейский
дом»;
- Деловой клуб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 ОО «Молодё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остоянные партнёры АКК
Партнёры – это организации, которые
принимаю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деятельности АКК: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академический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музыкальной комедии;
-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Каха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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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위원회
감사 위원회장직은 박 알라 자수노브나
가 맡고 있다.
감사 위원회는 협회 대회를 통해 총 3명
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협회의 예산 운용 및
집행기구의 재정•경제 활동 여부의 적법성 여
부를 감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본 위
원회의 권한수행 임기는 5년이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지부/회원단체들
지방 소재 고려인 단체/회원단체들은 각
각 독자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각 단체는
기본적으로 임원회, 원로회, 청년회 등과 클
럽 또는 예술팀 형태의 하위조직들을 보유하
고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하위조직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하기 기관들
의 창업자 또는 설립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
다:

- 유한 책임회사 「고려일보 KZ 편집국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Корё ильбо KZ)」
- 공공재단 「까레이스키 돔(Корейский
Дом)」
-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비즈니스 클
럽
- 사회연합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년
협회(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정기 파트너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파트너는 다
음과 같이 본 협회의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기관들을 의미한다:
- 국립 공화국 아카데미 고려인 음악 희
극장 (약칭 고려극장)
- 과학기술협회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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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ЛАВА 3
ОСНО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АКК ЗА 30 ЛЕТ
№
1.

Дата

Событие

I Учредительный съезд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Съезд
учредил Республиканскую Ассоциацию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17 марта 1990 г.
центров Казахстана (РАККЦК). Президентом избран Хан Гурий
Борисович.

2.

4 февраля
1991 г.

Выход в эфир первой корейской телепрограммы «Корё сарам».
Директором была Цой Элла Андреевна.

3.

1991 г.

Открытие в Алма-Ате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для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искусству.
Первый директор – Син Ге Чоль.

4.

1991 г.

Создание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Кахак»

5.

28 апреля 1992 г. II съезд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6.

7.

1992 г.

60-летие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В Казахстане принят «Закон о реабилитации жертв массов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который подписан и обнародован Пре14 апреля 1993 г. зидентом РК Назарбаевым Н.А.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в решении вопроса реабилитации граждан провел член правления АКК Цой
Геральд Владимирович.
14 августа
1993 г.

В Алматы прошел I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посвящено 48-ой годовщин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9.

1993 г.

Создан Региональный фонд социально-правовой защиты «Тесен», призванный защищать права и законные интересы депортированных корейцев.

10.

15 августа
1994 г.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Уш-Тобе. В адрес участников фестиваля свои письма направили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зарбаев Н.А. и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им Ен Сам.

1994 г.

Редакция радиовеща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Казахстане входит
в состав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анала «Евразия» и начала вещание на
ближнее и дальнее зарубежье. Объем вещания составлял 4 раза
в неделю по 20 минут. Штат редакции 6-7 человек

8.

11.

12.

13.

В Алматы состоялась I сессия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Казахстана, в
24 марта 1995 г. которой участвовал 21 кореец. Президент РАККЦК Хан Г.Б. избран в состав Совета АНК РК.
12 октября
199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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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съезд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риветствие участникам съезда
напра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Назарбаев Н.А. РАККЦК переименована
в Ассоциацию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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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지난 30년간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가 시행한 주요 행사들
순번

일시

행사 상세내용

1.

제 1회 소비에트 카자흐스탄 고려인 창립대회 개최. 본 대회를 통
1990년 3월 17일 해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화센터 공화국 협회(РАККЦК)」 창립되었
으며 한 구리이 보리소비치가 협회장으로 선출됨.

2.

1991년 2월 4일

최초의 고려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고려사람」의 방송 진출. 감독
은 최 엘라 안드례예브나.

3.

1991년

알마아타 시에 한국어 및 예술 교육을 목적으로 한 「한국 교육원」
개원. 신기철 원장이 초대 원장으로 부임.

4.

1991년

과학기술협회 「과학」 설립.

5.
6.

1992년 4월 28일 제 2회 카자흐스탄 고려인 대회 개최.
1992년

고려극장 60주년. 주요 기념행사들은 1992년 9월달에 진행되었음.

7.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정치억압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법률」
이 N.A.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 의해 서명•공포되며 정
1993년 4월 14일 식 채택됨.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임원회의 일원인 최 계랄드 블
라지미로비치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관련한 사안들의 해결에
지대한 기여를 함.

8.

1993년 8월 14일

알마티 시에서 「제 1회 전국 한민족 문화 페스티벌」이 개막함. 본
행사는 한반도 해방 48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됨.

9.

1993년

강제이주 고려인 피해자들의 법적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사회법
률적 보호 지방재단 「재생」이 설립되었음.

10.

우슈토베 시에서 「한민족 문화 페스티벌」이 개최됨. N.A. 나자르바
1994년 8월 15일 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과 김영삼 대한민국 대통령이 각각
참가자들에게 친서를 보냄.

11.

카자흐스탄 고려말 라디오 방송국이 국제 채널 「Eurasia(«Евразия»)
」에 소속되며 방송의 해외송출을 시작함. 고려말 라디오 방송팀 직
원 수는 6-7명이었으며, 본 라디오 방송은 주 4회 20분씩 진행됨.

12.

1994년

알마티 시에서 「제 1회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정기회의가 열렸으
며 21명의 고려인들이 참가함.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화센터 공화
1995년 3월 24일
국 협회장인 한 구리이 보리소비치가 카자흐스탄 공화국 민족회의
이사회의 일원으로 선출되었음.

제 3회 카자흐스탄 고려인 대회 개최.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공
화국 대통령이 참가자들에게 축사를 보내왔으며 기존 협회명이었
13. 1995년 10월 12일
던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화센터 공화국 협회’가 「카자흐스탄 고려
인 협회」로 개칭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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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Октябрь 1995 г.

III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Алматы.

15.

Декабрь 1995 г.

IV внеочередной съезд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На
должность президента АКК избран Цхай Юрий Андреевич.

16.

1995 г.

Выход книг Кана Г.В. «Истор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 также
Кима Г.Н и Мена Д.В.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

17.

В Доме дружбы состоялось расширенное заседание президиума
АКК по вопросам подготовки и проведения 60-летия прожива22 апреля 1995 г.
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Была утверждена программа мероприятий.
11 сентября
1997 г.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стартовал «Поезд памяти». Более 200 человек
проехали от Владивостока до Ташкента. 18 сентября поезд прибыл в Алматы.

19.

10 октября
1997 г.

Во Дворце Республики состоялось заключительное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60-летию проживание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выступ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Назарбаев Н.А.

20.

1997 г.

65-летие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5 сентября поставлен спектакль
«Память».

21.

1997 г.

1-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История, культура и язык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освященная 60-летию депортации.

22.

28 июня 1998 г.

Создано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ервы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стал Тин Валерий.

23.

16 октября
1998 г.

V внеочередной съезд АКК.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поддержку
кандидата в Президенты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зарбаева Н.А.

24.

1998 г.

75-летие газеты «Коре ильбо». Состоялся научный семинар с
участием казахстан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ученых.

18.

25.

Участие в V сессии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Казахстана. Президент
21 января 1999 г. АКК Цхай Ю.А. выступил с докладом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26.

В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кафедра корейской филологии переименована в кафедру корееведения. Создан Центр корееведения. Зав.каф. и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проф. Ким Г.Н.

1999

27.

7 октября 1999 г. V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в Алматы

28.

16 октября 1999 г. VI съезд АКК. Утверждена новая редакция устава АКК.

29.
30.

1999 г.
4 июля 200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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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тором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президент АКК Цхай Ю.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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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995년 10월

「제 3회 전국 한민족 문화 페스티벌」이 알마티에서 개최됨.

15.

1995년 12월

제 4회 비정기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대회 개최. 협회장으로 채
유리 안드례예비치 선출.

1995년

강 계오르기 바실리예비치의 저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역사
(«Истор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와 김 게르만 니꼴라예비치 및 명
드미뜨리 볼보노비치가 공동집필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역사와
문화(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가 각각 출간됨.

16.

17.

'친선회관'에서 개최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간부회의 연장회의
1995년 4월 22일 를 통해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60주년 기념행사 준비 및 시행에
대한 사안들이 논의되었으며 행사 프로그램들이 확정됨.

18.

블라디보스톡에서 「회상의 열차」 출발. 200명 이상의 승객들이 블
1997년 9월 11일 라디보스톡과 타슈켄트를 잇는 여정에 참가하였으며, 9월 18일 열
차가 알마티에 도착함.

19.

공화국 궁전에서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60주년 행사 폐막식이
1997년 10월 10일 진행됨. 본 행사에서 N.A.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참석
및 연설이 이루어짐.

20.

21.

1997년

고려극장 65주년 맞이. 9월 5일 연극 「빠먀찌 («Память», - 기억,
회상)」이 무대에 올려짐.

1997년

고려인 강제이주 60주년을 맞아 제 1회 국제 컨퍼런스 「카자흐
스탄 고려인들의 역사, 문화, 그리고 언어 («История, культура и
язык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가 개최됨.

22.

1998년 6월 28일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년 협회 발족. 초대 회장으로 진 발레리 선출.

23.

1998년 10월 16일

제 5회 비정기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대회 개최. N.A. 나자르바예
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행사 진행.

24.

1998년

「고려일보」 75주년 맞이. 카자흐스탄 및 대한민국 학자들이 참가
한 학술 세미나 개최.

25.

제 5회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정기회의 참가. 채 유리 안드례예비치
1999년 1월 21일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장이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활동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발표문으로 연설.

26.

알파라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한국어 학과가 한국학 학과로 개
칭되었으며 한국학 센터가 설립되었음. 학과장/센터장으로는 김 게
르만 니꼴라예비치가 임명됨.

1999년

27.

1999년 10월 7일 알마티에서 제 5회 「전국 한민족 문화 페스티벌」 개최

28.

1999년 10월 16일

29.

1999년

30.

2000년 7월 4일

제 6회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대회. 새롭게 수정된 협회 정관이
확정됨.
까라탈 군(郡) 군수로 김 로만 우헤노비치가 선출됨.
서울에서 재외동포재단의 주최 하에 개최된 한민족 디아스포라 지
도자 국제 포럼에 채 유리 협회장이 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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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Во Дворце Республики прошло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Шелковый путь». В меропри20 июля 2000 г.
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гости из Южной Кореи, стран Азии, Америки и Европы.

32.

В АКК прошел семинар с председателями областных филиалов.
21 июля 2000 г. Среди приоритетных задач Цхай Ю.А. выделил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орейского дома.

33.

19 декабря
2000 г.

Управление юстиции города Алматы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о в качестве юридического лица общественный фонд «Корейский дом».

34.

20 сентября
2001 г.

В Алматы прошел VI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35.

1 октября 2002 г.

70-летие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открытие нового зд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которое посет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Назарбаев Н.А.

36.

2002 г.

Выход книги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в науке, технике и культуре»,
изданной НТО «КАХАК».

37.

2002 г.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запускает ряд проектов: «Юный лидер», «Дебатный клуб», команда КВН АКК и др.

38.

17 мая 2003 г.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В форуме участвовали лидеры из США, Германии, Японии, Испан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Эстонии, России, Кыргызстана, Узбекистана, Таджикистана и из всех регионов Казахстана.

39.

27 июня 2003 г.

На пленуме пра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 АКК Цхай Ю.А. презентовал
новую концепцию развития АКК.

40.

2003 г.

41.

18 сентября
2004 г.

Визит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о Му Хена в Казахстан.
Встреча с казахста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42.

2004 г.

Открытие Корейского дома АКК. Корейский дом построен благодаря АО «Корпорация «KUAT», ОАО «Корпорация «Казахсмыс»,
АО «Банк «Каспийский», Электронная холдинговая компания
«ATG».

43.

2004 г.

VIII съезд АКК.

44.

2004 г.

АКК инициирует программу поддержки по выдвижению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иаспоры в маслихаты всех уровней.

45.

С 20 по 22 мая
2005 г.

В Алматы прошел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форум корейских СМИ
стран СНГ,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Молодежным движением и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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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화국 궁전에서 국제 한민족 문화 페스티벌 「실크로드」 개최. 한
2000년 7월 20일 국을 포함하여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유럽 등지에서 손님들
이 참가하였음.

32.

2000년7월 21일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에서 지부 대표들과 세미나 개최. 이 자리
에서 채 유리 협회장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까레이스키 돔 (고
려인의 집)'의 건립을 언급함.

33.

2000년12월 19일

공공재단 「까레이스키 돔」이 알마티 시 법무부를 통해 법인으로
등록됨.

34.

2001년 9월 20일 알마티 시에서 제 6회 「전국 한민족 문화 페스티벌」 개최.

35.

2002년10월 1일

「고려극장」이 건립 70주년을 맞이함.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참석
한 가운데 고려극장 새 건물의 개장식이 이루어짐.

36.

2002년

서적 「카자흐스탄의 과학, 기술, 그리고 문화계 속 고려인들
(«Корейцы в науке, технике и культуре Казахстана»)」이 과학
기술협회 「과학」을 통해 출간됨.

37.

2002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년협회가 「청소년 리더(«Юный лидер»)」, 「
토론클럽(«Дебатный клуб»)」 등의 프로그램 개최 및 유머대회 출
전팀(«команда КВН АКК») 조직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출범시
킴.

38.

2003년5월 17일

미국, 독일, 일본, 스페인, 한국, 에스토니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전역의 동포들이 참
가한 「국제 한민족 청년 포럼」 개최.

39.

2003년6월 27일

임원회 총회에서 채 유리 협회장이 새로운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
회 발전안을 발표함.

40.

2003년

41.

2004년9월 18일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내방하여 카자흐스탄 고
려인들과 조우함.

42.

2004년

「까레이스키 돔 (고려인의 집)」의 개원식이 거행됨. 까레이스키 돔
은 주식회사 「KUAT Corporation」, 공개주식회사 「Kazakhmys」,
주식회사 「Kaspi Bank」, 전자홀딩회사 「ATG」 등의 후원으로 건립
되었음.

43.

2004년

제 8회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대회 개최.

44.

2004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가 고려인들의 시•주•지방 의회 진출을 장
려하는 프로그램 수립 및 개시를 주도함.

45.

2005 년 5월
20-22일

알마티 시에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및 청년 협회의 주관 하에
「CIS 지역 고려인 매스미디어 정보 포럼」이 개최됨.

중소기업체 발전 연맹이 발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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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005 г.

Выход книги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Кто есть кто», изданной НТО
«КАХАК».

47.

21 сентября
2006 г.

В рамках официального визита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Хан Мен Сук в Казахстан состоялась ее встреча с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48.

10 октября
2006 г.

В Атырау проводится IV пленум АКК. Расширенное заседание
штаб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проведению 70-летия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49.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проект «Путь диаспоры» совместно с Корейским театром. В течении 5 месяцев более 50 артистов театра,
Апрель – август
членов оргкомитета, МДК и региональных филиалов АКК про2007 г.
вели по 4-5 масштабных проекта в каждом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Казахстана. Охват проекта – более 20 тысяч казахстанцев.

50.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курс корейской песни «Ариран». Впервые
в конкурсе участвовали вокалисты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НДР,
России, Эстонии, Узбекистана, Кыргызстана, Японии и Казахстана.

51.

Август 2007 г.

Итог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70-летию проживания коСентябрь 2007 г. 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во Дворце мира и согласия. Торжественное
собрание и гала-концерт.

52.

2007 г.

53.

Ноябрь 2007 г.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К Цхай Юрий Андреевич назначен Сенатором Парлам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IX съезд АКК. Президентом АКК избран Ким Роман Ухенович.

54.

2008 г.

85-летие газеты «Коре ильбо». Юбилей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на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й базе 33 гектара. В рамках его состоялась конференция, чествование ветеранов, культурная программа.

55.

12 мая 2009 г.

Визит в Казахстан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Мен Бака.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с казахста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56.

14 октября
2010 г.

В Корейском театре прошел финал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корейской песни.

57.

16 октября
2010 г

Х съезд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урочено к 20-летию АКК.

58.

20 декабря
2010 г.

Запуск проекта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южнокорейских теплиц в Уштобе.

59.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актив в Караганде. Встреча членов правления
АКК 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МДК со студенче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по
11 марта 2011 г.
обсуждению Посла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К «Построим будущее вмест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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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005 년

서적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 누가 누구인가(«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кто есть кто»)」가 과학기술협회 「과학」을 통해 출
간됨.

47.

2006년 9월 21일

한명숙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카자흐스탄 내방과 함께 고려인 사회
와의 만남이 이루어짐.

48.

아트라우 시에서 제 4회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총회가 개최되었
2006년10월 10일 으며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70주년 기념행사의 준비를 위한 연
장회의가 진행됨.

49.

2007년 4월 ~
8월

고려극장과 합작으로 범국가 프로젝트인 「디아스포라의 길」을 기
획함. 5개월 동안 50명 이상의 극단 예술가들, 조직위원회 위원들,
고려인 청년협회 및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지부 회원들은 카자
흐스탄 각 주도(州都)들에서 평균 4-5 여개의 대대적인 프로젝트
들을 진행하였으며, 20만 명 이상의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행사에
참가함.

50.

2007년8월

국제 한민족 노래 경연대회 「아리랑」 개최. 사상 처음으로 한국, 북
한, 러시아,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일본, 카자흐
스탄 가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연함.

51.

2007년9월

'평화와 화합의 궁전'에서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70주년 기념 결
산 행사 진행. 대대적인 연회와 갈라 콘서트 개최.

52.

2007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채 유리 협회장이 카자흐
스탄 의회 의원으로 임명됨.

53.

2007년 11월

제 9회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대회 개최. 김 로만 우헤노비치가
새로운 협회장으로 선출됨.

54.

2008년

「고려일보」가 창간 85주년을 맞이함. 기념행사는 스포츠관광지인
‘33 헥타르’에서 개최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컨퍼런스, 참전용사 예
우식, 문화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음.

55.

2009년 5월 12일

카자흐스탄을 내방한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고려
인들과 만남을 가짐.

56.

2010년 10월 14일 고려극장에서 한국노래 공화국 페스티벌 결승전이 진행됨.

57.

2010년 10월 16일

58.

2010년 12월 20일 우슈토베 시에서 한국 온실 하우스 구축 사업 개시.

59.

카라간디 시에서 열성활동원 회의 개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임원회 일원들과 청년협회 지도부 및 대학생 그룹이 한자리에 모
2011년 3월 11일
여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함께 미래를 건설
합시다! («Построим будущее вместе!»)」에 대한 토의를 진행함.

협회 창립 20주년에 맞추어 제10회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대회
가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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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мая 2011 г.

В Уштобе состоялс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ий семинар «Иннов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в тепличном хозяйстве» с участием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АНК Тугжанова Е.Л., заместителя акима Алматинской области Жылкайдарова С.Е.

1 июня 2011 г.

В Алматы в кинотеатре «Арман» состоялась премьера народной
драмы «Жеруйык» («Земля обетованная») по сценарию Лаврентия Сона, режиссера Сламбека Тауекел. Производство АО «Казахфильм» имени Шакена Айманова.

2 мая 2012 г.

Фестиваль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в честь 75-летия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и 2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Казахстаном и Южной Кореей, на стадионе
КазНУ.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около 2 тысяч человек.

63.

2012 г.

В честь 75-летия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открытие
памятников благодарности казахскому народу в Уштобе и Уральске.

64.

2012 г.

Казахстанский институт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исследований (КИСИ)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К издал 2-х томную монографию Ким Г. Н. «Казахстан и Южная Корея: по пут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65.

2012 г.

80-летие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66.

2012 г.

Ким Роман Ухенович избран депутатом Мажилиса Парламента
РК от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60.

61.

62.

67.

20 октября 2012 г. XI съезд АКК в Астане.

68.

2013 г.

Начало процесса реорганизации АКК из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в Объединение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69.

Август 2013 г.

Выход нового учебника «История Казахстана» для ВУЗов под авторством доктор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а Кана Г.В.

70.

Октябрь 2013 г.

90-летие газеты «Коре ильбо». Прошла конференция в Доме
дружбы Алматы. Торжественное собрание и гала-концерт.

71.

2013 г.

Выход книги к 90-летию «Коре ильбо» «Связанные одной судьбой».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а – профессор Ким Г.Н.

72.

18 июня 2014 г.

Визит в Казахстан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ак Кын Хе.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встреча с казахста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в Астане.

73.

Состоялась ХХII сессия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В этом году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на23 апреля 2015 г.
значена директор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Заслуженный деятель РК,
член президиума АКК Любовь Н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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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우슈토베 시에서 과학기술 워크숍 「온실 하우스 분야 내에서의 혁
신기」가 진행되었으며 툭좌노바 예랄릐 룩빠노비치 카자흐스탄 민
2011년 5월 21일
족회의 의장, 쥘카이다로브 사켄 예긴바예비치 알마티 주 부주지
사가 참석하였음.

61.

2011년 6월 1일

알마티 시 소재 영화관 '아르만'에서 손 라브렌찌가 시나리오를 집
필한 영화감독 타우예껠 슬람볙의 민족드라마 영화 「줴루이읙(약
속의 땅)」의 시사회가 열림. 영화 제작은 주식회사 '샤켄 아이마노
프 카자흐필름'에서 이루어짐.

62.

2012년 5월 2일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75주년 및 카자흐스탄-한국 수교 20주년
기념 행사로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경기장에서 체육문화 페스티
벌 개최되었으며 약 2천 명이 참가함.

2012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75주년을 기념하여 우슈토베 및 우랄스
크 시에 카자흐 민족에게 감사를 표하는 기념비를 설치하고 준공
식을 가짐.

64.

2012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 산하 ‘카자흐스탄 전략연구소(КИСИ)’에
서 김 게르만 니꼴라예비치의 논문(2권 분량) 「카자흐스탄과 한국:
전략적 파트너십의 길에서(«Казахстан и Южная Корея: по пут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를 출판함.

65.

2012년

고려극장이 창단 80주년을 맞이함.

66.

2012년

김 로만 우헤노비치가 카자흐스탄 민족회의를 통해 카자흐스탄 공
화국 하원 의원으로 선출됨.

63.

67.

2012년 10월 20일 제 11회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대회가 아스타나 시에서 개최됨.

68.

2013년

기존 ‘공화국 사회연합’에서 ‘법인연합’ 형태로의 카자흐스탄 고려
인 협회 조직개편 과정이 시작됨.

69.

Август 2013 г.

역사학 박사 강 계오르기 바실리예비치 교수가 집필한 새로운 대학
교재 「카자흐스탄의 역사 («История Казахстана»)」 출간.

70.

2013년 10월

「고려일보」 창간 90주년을 맞아 알마티 시 '친선회관'에서 컨퍼런
스가 진행되었으며 성대한 연회와 갈라 콘서트가 개최됨.

71.

2013년

「고려일보」 창간 90주년을 기념하며 「세 개의 이름과 하나의 운
명」 (한국어 출판명이며, 원제는 «Связанные одной судьбой» - '
하나의 운명으로 이어진') 출간. 본 프로젝트의 총괄은 김 게르만 니
꼴라예비치 교수가 맡음.

72.

2014년 6월 18일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내방 중 아스타나 시에서 카
자흐스탄 고려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짐.

73.

제 22회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당해 카자흐
스탄 민족회의 부의장으로 고려극장의 극장장이며 카자흐스탄 공
2015년 4월 23일
훈 활동가,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간부회 일원인 니 류보비가 임
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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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Май 2015 г.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импозиум «Ассамблея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
платформа во имя мира, межэтнического и межкон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огласия»; IV пленум правления АКК; культурно-спортивный
праздник.

75.

10 июля 2015 г.

Создан Деловой клуб АКК. В составе клуба начали объединяться
корейск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Июль 2015 г.

В Алматинском Доме дружбы прошла встреча молодых корейских
бизнес-лидеров. На встречу с казахстанским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приехали соплеменники не только из Южной Кореи, но также
из Японии, Китая, Доминика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Филиппин, Южной
Америки, Вьетнама. Объединенные единой сетью – YBLN – (Young
Business Leaders Network).

76.

77.

В спортивном комплексе «Достык» прошел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27 марта 2016 г. стиваль национальных видов единоборств и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В
нем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около 1200 человек.

78.

2016

Академ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К издала книгу «Корейцы независимого Казахстана» на русском и
казахском языке. Автор проф. Ким Г.Н.

79.

8 июля 2016 г.

В Доме Дружбы г. Алматы состоялся Первый Казахстанско-корейский фору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рганизатором выступила АКК
при поддержке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и Фонда содействия зарубежным корейцам.

80.

2016 г.

81.

82.

83.

Июнь 2017 г.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и «EXPO 2017» в Астане прошел казахстанско-корей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участием более 200 корейс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з 10
стран.

Юбилей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честь 80-летия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Сентябрь 2017 г. 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Торжественное собрание и гала-концерт во
Дворце Республики Алматы.
22 сентября
2017 г.

Очередной съезд АКК. Решение о реорганизации. Учредительный съезд ОЮЛ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резидентом АКК избран Огай Сергей Геннадьевич.

2017 г.

Выход книги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втор идеи и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а – профессор, заслуженный деятель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РК Пак Иван Тимофеевич.

84.

85.

Запуск портала www.koreilbo.com

4-ый Мировой форум гуманитарных наук по объединению Ко20 октября 2017 реи: «Прошлое и настояще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азахстана»,
посвященный 80-летию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86.

2017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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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년 5월

국제 심포지엄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 민족•종교간 화합과 평화
의 장」이 개최됨. 제 4회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임원회 총회가 개
최됨. 문화체육 축제 개최.

75.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비즈니스 클럽이 창설됨. 고려인 중소기
2015년 7월 10일 업체들의 운영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며 본격적 경영인 공동체 형
성이 시작됨.

76.

2015년 7월

알마티 시 '친선회관'에서 젊은 한민족 사업가/리더들의 모임이 이
루어짐. 본 모임에는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사업가들 뿐만 아니라
한민족 경제인 공동체 'YBLN (Young Business Leaders Network)'
의 일원들인 한국, 일본, 중국, 도미니카 공화국, 필리핀, 남미, 베트
남 등지에서 활동하는 동포들도 참가하였음.

77.

2016년 3월 27일

스포츠 단지 「도스틕」에서 세계 민족 격투 및 무술 국제 페스티벌
이 개최되었으며 약 1천 2백여 명이 참여함.

2016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 산하 공공행정 아카데미'에서 김
G.N. 교수가 집필한 저서 「독립 주권국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
(«Корейцы независимого Казахстана»)」을 러시아어 및 카자흐
어로 출간.

79.

2016년 7월 8일

알마티 시 '친선회관'에서 첫 카자흐스탄-한국 협력 포럼 개최. 본
행사의 주최는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및 재외동포재단의 후원 하에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가 맡아 진행하였음.

80.

2016년

78.

포털 사이트 www.koreilbo.com 개설

81.

2017년 6월

국제 박람회 「EXPO- 2017」의 일환으로 아스타설 시에서 카자흐
스탄-대한민국 국제 협력 포럼이 진행되었으며10개국에서 200명
이상의 한인 기업인들이 참여함.

82.

2017년 9월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80주년 기념 행사가 개최됨. 알마티 시 공
화국 궁전에서 성대한 연회와 갈라 콘서트가 진행되었음.

83.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정기 대회가 개최됨. 협회 구조개편에 대
한 사안들을 정리하고 '법인연합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창
2017년 9월 22일
립 대회를 거행함. 오가이 셰르계이 곈나지예비치가 협회장으로 선
출됨.

84.

「카자흐스탄 고려인 백과사전」 출간. 본 프로젝트의 기획 및 지휘
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과학기술 공훈자이자 교수인 박 이반 찌모
폐예비치가 맡음.

85.
86.

2017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80주년을 맞이하여 제 4회 한반도 통일
2017년 10월 20일 인문학 세계 포럼 「카자흐스탄 내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과거와 현
재」 개최.
2017년

강 계오르기 바실리예비치 교수의 저서 「카자흐스탄 공화국 고려
인들의 역사(История корейцев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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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Ноябрь 2017 г.

В честь 80-летия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открытие
памятник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казахскому народу в селе Бейбарыс
(бывшее Чкалово) Махамбетского района Атырауской области.

88.

Май 2018 г.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и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артисты и ученые из КНДР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89.

Май 2018 г.

Форум 3-го поколен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Данный форум направлен на консолидацию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реднего поколения.

90.

Июнь 2018 г.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академический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музыкальной комедии получил здание в центре г. Алматы по
адресу: ул. Богенбай батыра, 158.

91.

Июль 2018 г.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АКК, Академии «Тхоныль нанум», клиники
«Хёндэ» по оказанию диагностической и лечебной помощи в Талдыкоргане на базе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Задействовано более 100 человек – врачей, медперсонала и волонтеров.

92.

Сентябрь
2018 г.

95-летие газеты «Коре ильбо». Конференция, чествование ветеранов и культурная программа.

93.

2013-2018

Газета «Коре ильбо» совместно с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м советом по
мирному 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и выполнила
6-летний проект газетной рубрики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неизбежно».

94.

2019

На Youtube заработал канал ВЭКС ( «Видео-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
сарам) Автор проекта проф. Ким Г.Н.

Апрель 2019 г.

Визит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Дже Ина в Республику
Казахстан. В рамках визита Мун Дже Ин прибыл в Алматы для
встречи с казахста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и посещ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96.

Июнь 2019 г.

Форум «АКК – Networking». Участники – более 100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лидеров из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АКК. Начало
формирования интернет сообщества «АКК – Networking».

97.

Сентябрь
2019 г.

Открытие памятник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кому народу
в Караганде в канун 30-летнего юбилея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Карагандинской области.

98.

Апрель 2020 г.

Запуск Концепции развития АКК до 2030 года.

99.

Август 2020 г.

Издание книги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 30 лет», посвященной юбилейной дате,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3 октября
2020 г.

Очередной, IV пленум правления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в Алматы, приуроченный к 30-летию АКК. Впервые заседание
проводилось в новом формате: в целях соблюдения санитарных
норм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на самом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о
ограниченное количество человек, остальные участвовали онлайн.

9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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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017년 11월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80주년을 맞아 아트라우 주 마함볘트 군(
郡) 소재의 볘이바릐스 (구 취깔로보) 촌에 카자흐 민족에게 감사를
표하는 기념비를 설치하고 준공식을 가짐.

88.

2018년 5월

대한민국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예술단 및 학자들이 참여한
국제포럼 및 과학기술 컨퍼런스 개최.

89.

2018년 5월

카자흐스탄 고려인 중년층 세대의 화합을 목적으로 기획된 카자흐
스탄 고려인 3세대 포럼 개최.

90.

2018년 6월

국립 공화국 아카데미 고려인 음악 희극장이 알마티 시 중심지에
위치한 보겐바이 바틔르 거리 158번지에 새로운 건물을 제공 받음.

91.

2018년 7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통일과나눔 아카데미, 현대 클리닉의 합
작 프로젝트로 탈듸코르간 시의 주립 병원에서 검진 및 치료 지원
을 실시하였으며 전문의,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 100명 이상의 인
력이 참여함.

92.

2018년 9월

「고려일보」가 창간 95주년을 맞이함. 컨퍼런스, 참전용사 예우식,
문화 프로그램이 개최됨.

93.

「고려일보」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고려일
2013년 ~ 2018년 보 본지에 칼럼 「한반도의 통일은 필연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неизбежно»)」을 6년간 기고•게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함.

94.

2019년

유튜브 채널 「고려사람 영상백과사전(«Видео-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 сарам, [ВЭКС]»)」이 개설됨. 본 프로젝트 기획자는 김 G.N.
교수.

95.

2019년 4월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내방 중 알마티 시에 도착하
여 카자흐스탄 고려인들과 만남을 갖고 고려극장을 방문함.

96.

2019년 6월

포럼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 네트워킹(AKK-Networking)」 개
최. 국내 전역의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지부 출신의 전문직 리더
들 100명 이상이 본 포럼에 참가하였으며 인터넷 커뮤니티 「АКК
– Networking」이 결성됨.

97.

2019년 9월

카라간디 주 고려 민족문화 연합 창설 30주년을 맞아 카라간디 시
에서 카자흐 민족을 향한 감사의 기념비 준공식이 이루어짐.

98.

2020년 4월

2030년을 목표로 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발전안」 시행 개시

99.

2020년 8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서적 「카자흐스탄 고려
인 협회. 30년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30 лет»)」이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출간됨.

100.

2020년
10월 3일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 30주년에즈음한제 4차운영위원회정기전원
회의.처음으로회의가새로운형태로진행되였다:위생규칙을준수할
목적으로제힌된위원이직접참가하였고나머지위원은온-라인으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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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ЛАВА 4
РЕГИОНАЛЬ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4.1.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Г. НУР-СУЛТАНА
В октябре 1989 г. состоялось собрание Целиноград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котором
присутствовало более 100 человек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и профессий – учителей, врачей,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студентов и служащих.
Собравшиеся единодушно поддержали
идею созд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КНКЦ). Председателем правле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был избран
Вонгай Александр Дмитриевич.
Первые год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в Целинограде отмечены высокой активностью её членов. Сразу же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Первыми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были
профессор Ли Н.Н и врач Сон Е.Г.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ознания не только аз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письма, но также истории, обычаев и культуры своего
народа.
В 1990 г. председателем
правления стал Ким Василий Харитонович. Плоды деятельности
КНКЦ были особенно зримы и
ярки в национальной самодеятельности. Созданы детский танцевальный ансамбль «Мисон»,
вокальная группа «Чен-Рю». Артисты центра успешно участвовали в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фестивалях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В октябре 1993 г. состоялось официальное открытие корейской воскресной
школы. Правление КНКЦ во главе с Василием Харитоновичем приложило немало
усилий для плодотвор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результаты которой хорошо
видны по прошествии ле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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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1995 г. Республикан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Казахстана
(РАККЦ) была преобразована в Ассоциацию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КК). Целиноградский КНКЦ вошел в Ассоциацию в
качестве филиала. Председателем филиала
был избран Ли Вячеслав Николаевич.
В эти годы филиал в числе наиболее
крупных и актив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в Астане не раз отмечался
грамотами, призами и другими наградами.
НКЦ города проводили много совмест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таких ка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 этнические праздники, фестивали самодеяте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дни языков и культуры народов Казахстана, спортивные состязания.

В 1997 г. отмечали 60 летнюю годовщину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этот год был объявлен Годом обще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гласия и памяти жертв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Вместе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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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지방 단체들
4.1. 누르술탄 시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
1989년 10월 쩰리노그라드(이후 아스
타나, 현 누르술탄) 시에 거주하는 고려인들
의 모임이 개최되었다. 교사, 의사, 대학생,
공직자 등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의 이들
이100명 이상 참가하여 한자리에 모인 가
운데 「고려 민족문화센터(КНКЦ)」의 창설
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으며 원가이 알롁
산드르 드미트리예비치(Вонгай Александр
Дмитриевич)가 본 단체의 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쩰리노그라드 고려인 민
족운동의 초창기는 참여자들의 매우 적극적
이며 활발한 활동으로 꾸려져 나갔다. 단체의
창설과 함께 곧바로 아동 및 성인들을 대상
으로 하는 한글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리 N.N
과 송 Y.G가 첫 한글 교사로 활동하였다. 이
를 통해 고려인 동포들은 한민족의 말과 글의
기초를 배울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
족의 역사, 풍습, 문화에 대한 지식 또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에는 새로운 임원회 의장으
로 김 바실리 하리토노비치(Ким Василий
Харитонович)가 선출되었다. 이 시기까지
고려 민족문화센터가 이어온 활동들의 결실
은 특히 주체적인 민족활동에서 두드러지게
맺어졌다. 어린이 무용단 「미선(Мисон)」과
합창단 「천류(Чен-Рю)」가 결성되고 이들은
여러 범국가 고려문화 예술축제들에 활발히
참여하였다.
1993년 10월 한국 주일학교의 공식적인
개교식이 열렸다. 바실리 하리토노비치를 위
시로 한 고려 민족문화센터의 임원회는 본 단
체가 결실 있는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
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로 인한 높은 성
과는 이후 지나온 시간 동안 여실히 나타났
다.

1995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화센터
공화국 협회(РАККЦ)」가 「카자흐스탄 고려
인 협회(АКК)」로 개칭되었으며, 쩰리노그라
드 고려 민족문화센터는 본 협회의 지부로 가
입하였다. 지부장으로는 리 뱌체슬라브 니꼴
라예비치(Ли Вячеслав Николаевич)가 선출
되었다.
이 시기 본 지부는 아스타나 시의 크고 왕
성한 활동을 하는 민족문화센터들 중 하나로
명성을 쌓으며 많은 훈장, 표창을 포함한 다
양한 상훈들을 수상하였다. 또한 고려 민족문
화 센터는 시 소재의 다른 민족문화센터들과
협력하여 국가 명절, 민족별 명절, 민족 예술
축제, 카자흐스탄의 민족별 언어•문화의 날,
체육대회 등 많은 합작 행사들을 주최하였다.
1997년에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60
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또한 카자흐
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해는 '
범민족적 화합의 해, 그리고 정치적 억압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해'로 지정되었으며, 정
부기관들 및 사회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당
시 민족들이 견뎌낸 혹독했던 시대에 대한 기
억을 소생시키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연
결고리의 강화와 보존을 기치로 내 건 행사들
이 진행되었다.
한편 이 시기 아스타나 시는 카자흐스탄
의 새로운 수도로 지정되며 급격한 인구의 증
가를 맞이하게 되었다. 높은 교육수준과 큰
야망을 가진 젊은이들이 새로운 수도로 대거
이주해 왔으며, 그 중에는 고려인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아스타나가 수도로서 발
전을 거듭함과 더불어 일어난 지역사회 내의
다각적인 변화들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의 아스타나 지부인 고려 민족문화센터로 하
여금 새로운 발전방안과 활동방식을 모색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당시 고려 민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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были проведены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воскресили память народа о тяжёлых временах,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укреплению и сохранению нитей, связывающих прошлое и
настоящее.
В Астане, новой столице Казахстана, начался бурный прирост населения, в город
приехало много образованных, амбициозных молодых людей,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о
немало корейцев. Перемены в обществе и
развитие столицы выявил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оиска новых путей и методов работы столичного филиала АКК. Организация остро
нуждалась в укреплении материальной и
финансов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необходимой
для дальнейшей работы в столичном масштабе. Большие задачи перед новым правлением во главе с Кимом Александром
Геннадьевичем поставило руководство
АКК в 2000 г.

Ким А.Г. является председателем объединения по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водимые центром, вышли на более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Не случайно в 2003
г. самодеятельные артисты Астанинского
филиала заняли третье, а в 2005 г. – первое
место на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м фестивале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в Алматы.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ежегодное празднование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в самом
лучшем 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Конгресс-Холл»
вместимостью 1600 человек, с приглаш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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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ием артис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звёзд казахстанской и российской
эстрады.
Столичный филиал не раз отмечался
грамотами, призами 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акимата города Астаны, Управления культуры, Управления языков и образования. В апреле 2010 г. среди 27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НКЦ столичный филиал АКК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в Фестивале дружбы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В 2011 г. филиал перерегистрирован в
ОО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г. Астаны».
Актив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филиала АКК и
его лидера Кима А.Г. определили высок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оценку и статус среди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города. В 2013 г. Ким Александр Геннадьевич
награждён орденом «Құрмет», а
в 2014 г. ордена «Құрмет» удостоен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ак Роза Михайловна.
В октябре 1993 г. состоялось официальное открытие
корейской воскресной школы
на базе СШ №2. Ветераном
воскресной школы и нынешним директором является Югай
Жанна Петровна. Благодаря
учителям в школе накопился
большой опыт и интересная
методика, которая нравится и детям, и
взрослым. Школа входит в число лучших
воскресных школ города. Югай Ж.П. награждена медалью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В 1994 г. создан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Мисон». С начала создания и на
протяжении 18 лет руководителем являлась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Казахстана Гаценко Людмила Ивановна. Она
отдавала все свои знания, опыт и душу,
прививая любовь к национальному танц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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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센터는 수도 소재 지부로서의 지위에 상응
하는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
적•경제적 자립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
었다. 2000년도에 접어들어 카자흐스탄 고려
인 협회 지도부는 김 알롁산드르 겐나지예비
치(Ким Александр Геннадьевич)를 필두로
한 아스타나 지부의 새로운 임원회 앞에 중대
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오늘날까지도 고려 민족문화센터의 대표
직을 맡고 있는 김 알롁산드르 겐나지예비치
가 지휘권을 잡은 이래로 본 기관의 주관 하
에 진행되는 행사들은 그 전보다 더욱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례로 아스타
나 지부 예술단은 알마티 시에서 개최된 한민
족 공화국 예술 축제에 출전하여 2003년에는
3위를, 2005년도에는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또한 1천 6백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최
고의 콘서트 홀인 「Congress-Hall」에서 음력
신년맞이 축제를 국립 공화국 아카데미 고려
인 음악 희극장 소속 예술단과 카자흐스탄 및
러시아 가요계 스타들을 초청한 가운데 매년
개최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본 지부는 또한 아스타나 시청과 문화부,
언어•교육부 등의 기관들로부터 수많은 훈장,
상장, 감사장 등을 수상하였으며, 2010년 4월
개최된 카자흐스탄 민족 친선 축제에서 총 27
개 아스타나 시 소재 민족문화센터들 중 1위
를 차지하였다

2011년 본 지부는 사회연합 「아스타나
시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г. Астаны)」으로
등록명을 변경하였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아스타나 지부
와 그 지도자 김 알롁산드르 겐나지예비치
의 적극적인 활동은 본 기관이 시 소재의 여
러 민족문화 단체들 사이에서 높은 지위와 사
회적 평판을 획득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2013년 김 알롁산드르 겐나지예비치가 카자
흐스탄 국가 훈장인 「쿠르몟(Құрмет)」을 수
상하였으며 2014년에는 부지부장인 박 로자
미하일로브나(Пак Роза Михайловна)가 같
은 훈장을 받았다.
1993년 10월 한국 주일학교의 개교식이
제2 시립 일반학교 시설에서 개최되었다. 현
재 주일학교의 교장직은 오랜 기간 본교 교사
로 활동해 온 유가이 좐나 뻬뜨로브나(Югай
Жанна Петровна)가 맡고 있다. 교사들의 노
력 덕택에 본교는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축
적한 어린이와 성인 모두의 흥미를 돋구는 재
미있는 한국어 교수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
늘날 시 소재의 주일학교들 중 가장 높은 평
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
가이 좐나 뻬뜨로브나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로부터 메달을 수상하였다.

1994년 고려인 무용단 「미선」이 창단
되었다. 무용단이 결성되는 순간부터 18년
간 단장직을 맡았던 카자흐스탄 공훈 문화
인 가쩬코 류드밀라 이바노브나(Гаценко
Людмила Ивановна)는 민족 무용과 문화에
애정을 쏟으며 무용단을 위해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마음을 아낌없이 내어놓
았다. 이밖에 무용단의 새로운 발전 및 안무
구성을 위해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민 예술가
김 림마 이바노브나(Ким Римма Ивановн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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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ультуре. Для развития и постановок новых танцев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иглашали народную артистку РК Ким Римму Ивановну. Старшая и младшая группы ансамбля
украшают своими танцами все проводимые мероприятия. «Мисон» – постоянный участник и лауреат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фестивалей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фестивалей дружбы народа, Дня единства, фестиваля языков. C 2013 г. руководителем
коллектива является Тен Светлана Дмитриевна. В ансамбле насчитывается 60
человек. Танцевальному ансамблю «Мисон» в мае 2019 г. присвоено звание «Народ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ю ансамбля Тен С.Д.
вручена медаль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В ноябре 2000 г. был создан вокальный ансамбль «Чен-Рю». В репертуаре
коллектива насчитывается более 40 песен на казахском,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Вокальная группа «Чен-Рю» является желанным гостем во всех организациях и при проведении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ансамбле 20 участниц.
Руководитель группы – Хамзина Л.Б., имеющая специальное музык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хоровика-дирижера. В октябре
2013 г. хору «Чен-Рю» присвоено почё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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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ое звание «Народный». В августе 2015 г.
хор «Чен-Рю»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естивале хоровых коллективов в
Сеуле, посвящённом 70 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хватить все возрастные слои, в объединении создан детский
вокальный ансамбль «Родничок». Дет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ют песни на корейском и казахском языках. Руководитель
вокального коллектива Хамзина Л.Б. награждена медалью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В офисе филиала проходит изучение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а. 16 человек получили
сертификаты от У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языков города.
При филиале действует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который постоянно организует встречи поколений,
где старейшины делятся
своими познаниями, дают
советы, которые очень
полезны в работе правления и молодёжного
движени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Муна Н.В. и Сона В.Е. к 70
летию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была
выпущена книга «Берег
надежды и счастья», в
которой отражены судьбы многих корейцев Астаны. Ежегодно в
офисе центра проводились шахматные
турниры между объединениями.
При филиале создано общество пожилых людей «Ноиндан», в котором насчитывается 170 человек. Председателем
является Когай А.П. Ежегодно активисты
филиала отмечают День пожилых людей
с вручением подарков членам общества,
чествуют их на дому, оказывают материальную помощь, поздравляют со знаменательными датами, оказывают шефскую п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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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러 번에 걸쳐 초빙되었다.
무용단을 구성하고 있는 상급•
하급 그룹은 각각 각종 행사들
에 참여하며 자신들만의 무용
으로 무대를 수놓는다. 「미선」
무용단은 그동안 한민족 예술
공화국 축제, 민족 친선축제, 화
합의 날, 언어의 날 등 여러 대
회에 꾸준히 참가하며 입상한
바 있다. 2013년부터는 텐 스
베틀라나 드미트리예브나(Тен
Светлана Дмитриевна)가 무
용단장직을 맡고 있다. 현재 60
명의 단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
선」은 2019년 5월 정부로부터 '국민 무용단'
칭호를 받았으며 텐 스베틀라나 단장은 그간
의 공로를 인정받아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로부터 메달을 수상하였다.
2000년 11월에는 합창단 「천류(ЧенРю)」가 결성되었다. 합창단의 레퍼토리에는
40곡 이상의 카자흐어, 한국어, 러시아어 노
래들이 포함되어 있다. 「천류」 합창단은 많
은 기관들이 즐겨찾으며 다양한 행사들에 초
대되는 각광받는 합창 그룹이다. 합창단은 20
명의 여성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장
직은 합창단 지휘 전문가 학위를 보유한 함
지나 L.B.(Хамзина Л.Б.)가 맡고 있다. 2013
년 10월 「천류」는 ‘국민 합창단’ 칭호를 받았
다. 2015년 8월에는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한민족 합창 축제에
참가하였다.
또한 아스타나 지부는 전 연령대에 걸친
민족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린이 합창
단 「로드니촉(Родничок)」을 결성하였다. 단
원 어린이들은 합창단에서 한국어와 카자흐
어 노래들을 즐겁게 부르며 활동하고 있다.
함지나 L.B. 단장은 상기 합창단들을 이끈 공
로를 인정받아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로부
터 메달을 수상하였다.
오늘날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아스타
나 지부 사무실에서는 카자흐어 수업이 진행
되고 있으며 현재 16명이 아스타나 시 언어발
전위원회로부터 수료 인증서를 받았다.

본 지부의 원로회는 주기적으로 세대 간
모임을 개최하여 원로들이 중년•청년층과 지
식을 공유하고 다각적인 조언을 해 줌으로서
임원회 및 청년회가 건설적인 활동을 펼쳐 나
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
인 정주 7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문 니꼴라이
바실리예비치(Мун Николай Васильевич)와
손 블라디미르 예피모비치(Сон Владимир
Ефимович)의 주도 하에 아스타나 고려인들
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낸 서적 「볘
롁 나제쥐듸 이 샤스찌야 (Берег надежды и
счастья, - 희망과 행복의 연안)」이 출간되기
도 하였다. 그밖에 본 지부의 사무실에서는
민족문화단체들 간 체스 대회가 매년 개최되
고 있다.
한편 본 지부에는 장년층 커뮤니티인 「
노인단」이 창단되어 있으며, 현재 170여 명
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노인회의 회장
직은 고가이 알라 빠블로브나(Когай Алла
Павловна)가 맡고 있다. 매년 지부의 열성
활동원들은 '노인의 날' 행사를 열어 노인단
회원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자리를 마련하
고 있으며, 그 밖에도 장년층에게 예를 갖춰
대접하는 자리와 각종 기념일 축하, 물적 지
원, 양로원 후원 등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아스타나 시 고려인 민족문화연합이 직
면해 있는 주요 해결 대상 과제 중 하나는 '
세대의 계승'이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목
적으로 2002년 4월 8일 청년조직이 발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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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ощь пожилым из дома
престарелых.
Одна из главных задач
работы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г. Астаны – преемственность поколений. Поэтому
8 апреля 2002 г. было создано молодёжное крыло.
За это время активисты
молодёжного движения
организовали и провели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различных форумов, фестивалей здоровья,
спортивных состязаний. Хорошо зарекомендовали себя созданный при центре
ансамбль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Самульнори» и танцевальный ансамбль «ДенсФайт». Члены молодёжного движения
ежегодно участвуют в конкурсе школьников «Юный лидер», организуемом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АКК, и в конкурсе стипендий
от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Совместно
с правлением объединения учреждены
именные стипендии им. Ляна Н.И. для
студентов Аграр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за хорошую учебу и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филиала. В мае 2015 г. в
рамках исполнения госзаказа У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был проведён форум «Я – Казахстанец»,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200 уче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города. Молодёжное движение
возглавляет Ан Лидия.
Членами прав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г. Нур-Султана
за 30 лет существования проведена
огромная работа на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чалах. Достигнуты хорошие результаты в
развити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самодеятельности. Хочется отметить людей, которые с
самого создания центра являются активистами. Это Когай Алла Павловна, Ким Елизавет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Лигай Наталья Па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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ловна, Те Леонид Иннокентьевич, а
также бессменный корреспондент газеты
«Корё ильбо» Сон Владимир Ефимович,
который на протяжении 40 лет н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уровне освещает жизнь соплеменников в регионе и работу организации. За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активисты объединения награждены медалям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В 2013 г.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г. Астаны успешно выполнило
госзаказ Управления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города по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и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было проведено 10 мероприятий. В
2014 г. в рамках исполнения госзаказа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города Астаны проведено 5 мероприятий.
В мае 2018 г. к 20 летию Астаны выпущены календари.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в составе 62 человек выехали в город
Кокшетау, чтоб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церте «Астана в сердце моём», посвящённом 20 летию столицы, в рамках «Рухани
жаңғыру», а в декабре – в концерте ко Дню
Независимости в Кокшетауской областной
филармонии.
В 2019 г. к 30 летию объединения выпущена брошюра «Время мечты, надежд и
свершен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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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청년조직의 열성 회원들은 조직이 결
성된 이래로 지금까지 수 많은 다양한 포럼,
건강 축제, 체육 대회 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해 왔다. 특히 본 지부 청년조직 소속으
로 결성된 타악기 합주단인 「사물놀이」와 무
용단 「Dance-Fight」가 대외적으로 좋은 반
응을 얻었다. 청년조직 회원들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가 주관하는 학생들 간 경연대회
인 「유늬 리제르(Юный лидер, - 청소년 리
더)」와 대한민국 대사관과 카자흐스탄 고려
인 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장학금 경연대
회에도 매년 출전하고 있다. 한편 지부 청년
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업대 재
학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 양 N.I.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이 지부 임원회와의 합작을 통해 설
립되었다. 2015년 5월 본 지부는 정부 청년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국가발주를 수행하며
그 일환으로 청년 포럼 「야 카자흐스타녜쯔
(Я - Казахстанец, - 나는 카자흐스탄인이다)
」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에는 200명 이상의
아스타나 시 일반학교 학생들 및 대학생들이
참가하였다. 현재 청년조직은 안 리디야(Ан
Лидия)의 통솔 하에 운영되고 있다.
누르술탄 시 고려인 민족문화연합의 임원
회 일원들은 단체가 설립된 이래로 30년 간 대
대적 규모의 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해왔으
며, 특히 예술 분야 활동의 발전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 본 단체의 설립 단계부터

열성 활동원들로 자리를 지켜온 이들을 소개
하고자 한다. 고가이 알라 빠블로브나(Когай
Алла Павловна), 김 옐리자베타 알롁산드
로브나(Ким Елизавет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리
가이 나탈리야 빠블로브나(Лигай Наталья
Павловна), 조 레오니드 인노켄찌예비치(Те
Леонид Иннокентьевич), 그리고 40년의 세
월 동안 뛰어난 전문가 정신으로 지방 동포들
의 삶과 본 기관의 활동을 조명해 오고 있는
고려일보의 고정 통신원 손 블라디미르 예피
모비치(Сон Владимир Ефимович)가 그 주
인공들이다. 이들은 사회운동의 발전에 중대
한 기여를 한 공로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로부터 메달을 수상하였다.
2013년 아스타나 시 고려인 민족문화연
합은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전략 실현’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된 아스타나 시 내무정
책위원회의 국가발주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내었다. 고려인 민족문화연합은 본 국가발주
업무의 일환으로 10건의 행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아스타나 시 청년정책위원
회의 국가발주를 수행하며 5건의 행사를 개
최하였다.
2018년 5월 아스타나 수도 이전 20주년
기념행사에 맞추어 기념 달력이 출시되었다.
또한 같은 시기 62명으로 이루어진 예술단이
수도 이전 20 주년 기념 행사인 「정신적 부흥
(«Рухани жаңғыру»)」의 일환으로 콕셰타우
시에서 개최된 콘서트 「내
마음속 아스타나(«Астана
в сердце моём»)」에 참여
하였으며, 12월 달에는 카
자흐스탄 독립 기념일 행
사로 개최된 콕셰타우 주
립 필하모닉 콘서트에 참가
하였다.
2019년에는 단체 창
단 30주년을 기념하는 책
자 「꿈, 희망 그리고 성취
의 시대(«Время мечты,
надежд и свершений»)」
가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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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АЛМАТ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30 лет для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 это значительный отрезок времени, в течение которого она проходит стано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Важная роль в становл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 Казахстане принадлежит активистам города Алматы.
Алмат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был образован в сложный период – в 1989 г. Тогда распадался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Казахстан делал свои первые шаги
на пути к суверенитету. Именно тогда у корейцев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воплотить
давнюю мечту и создать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21 июня 1989 г. был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города Алма Аты», позже переименованный в
«Алмат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Почти за год до этого инициативная групп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Хегая А.Ю.
разрабатывала основные цели и задач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не имевшего аналогов. В состав группы входили
активисты коре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Пак Ир
П.А., Чен В.С., Цой Я.П., Ким А.Г., Хван И.П.,
Хван М.У., Ким Ф.Н.,Ким Ю.А., Хан Г.Б.,
Ким Ок Не, Цой Ен Гын, Ким В.Е., Огай В.Л.,
Сон Ен Хван, Ян Вон Сик.
Согласно принятому уставу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Алматы является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основанной на принципах
добровольности и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укрепления
дружбы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гласия,
соблюдения законов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сновные задачи центра:
• Организация и координац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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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йцев в Алматы по возрождению языка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 Вовлечение их в активную работу
по укреплению межэтнической гармонии,
развитию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и народных традиций;
• Оказание содействия в реализации
комплексных программ социально-правовой защиты жертв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 Представление интересов и защита
законных прав членов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города Алматы и других
граждан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 Содействие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ысший орган Алмат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АКНЦ) – общее
собрание (правление). Количество членов
правления – 56 человек.
В разные годы во главе Алмат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стояли
люди, которых объединяло огромное желание привлеч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энтузиастов, постоянно двигать организацию
вперёд, с каждым шагом поднимая центр
на новую ступень. Это Ким А.Г., Чен В.С.,
Хван М.В., Пак В.М., Ли И.П., Шин Б.С. Каждый из лидеров внёс свой вклад в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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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회연합 「알마티 고려문화중앙회」
사회단체에게 있어 30년이라는 세월은
확립 그리고 발전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상
당한 시간이다.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 운동이
확립되는 데는 알마티 시 열성 활동원들의 역
할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알마티 고려문화중앙회의 창립은 카자
흐스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시기인
1989년에 이루어졌다. 당시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직후 카자흐스탄은 독립을 향한 첫 발
걸음을 떼고 있었다. 비로소 이때 고려인들은
오래 전부터 꿈꾸어 온 자신들만의 사회단체
를 건립할 기회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1989년 6월 21일 「알마아타 시 고려 문화
센터」의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후에 본 단체
명은 「알마티 고려 민족센터(Алмат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로 변경
되었다(단, 본 단체의 공식 한국어 명칭은 「
알마티 고려문화중앙회」이므로 이하 본 명칭
으로 일괄표기함). 이렇게 단체의 정식 등록
이 이루어지기 약 1년 전부터 허가이 알롁셰
이 유리예비치(Хегай Алексей Юрьевич)의
지휘 아래 고려인 사회에서 선봉대 역할을 수
행하던 이들의 모임은 당시로서는 전무했던,
향후 그들이 조직할 사회연합의 주요 목표와
과제들을 수립하는 과정에 임해 왔다. 이 모
임에는 박 일 P.A., 천 V.S., 최 Y.P., 김 A.G., 황
I.P., 황 M.U., 김 F.N., 김 Y.A., 황 G.B., 김 옥네,
최 영근, 김 V.Y., 오가이 V.L., 손 영환, 양 원식
등의 고려인 운동 열성 활동원들이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채택된 정관의 정의에 따르면 「알마티 고
려문화중앙회」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에서
민족들 간의 친선 및 국제적 화합을 도모하고
준법정신을 지키며 자발성과 자주성의 원칙
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단체이다.
본 단체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알마티 시 고려인들의 언어 및 민족문
화 부흥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기획하고 조정
한다.
• 카자흐스탄을 구성하는 민족들 간 화
합의 강화와 민족들의 문화•전통의 발전을 도

모하는 활동에 알마티 고려인들을 활발히 참
여시킨다.
• 정치적 억압의 희생자들을 위한 사회•
법률적 보호 프로그램의 도입•실현 과정에 참
여한다.
• 알마티 고려문화중앙 회원들 및 고려
인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그들의 법적 권
리를 보호한다.
• 학문 및 교육, 경영 분야 활동에 조력
한다.
알마티 고려 문화중앙회(АКНЦ)의 상위
기구는 총회(임원회)이며, 그 정원은 56명이
다.
지금까지 여러 시기를 거치는 동안 알마
티 고려 문화중앙회를 이끌었던 역대 지도자
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능한 한 더 많은
열성 활동원들을 발굴하고 단체를 더욱 더 전
진시켜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막대한 노력을 쏟아왔다. 그렇게 고려 문화중
앙회의 발전과 활동에 기여를 한 이들은 김
A.G., 천 V.C., 황 M.V., 박 V.M., 리 I.P., 신 B.S.
이다.
알마티 고려문화중앙회는 오늘날 카자흐
스탄 민족언어의 날, 도시의 날, 나우르즈 축
제, 카자흐스탄 민족화합의 날, 각종 원탁회
의 등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와 알마티 시 카자
흐스탄 민족회의 지부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
들과 프로젝트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
다.
또한 알마티 고려문화중앙회는 자체적으
로도 매년 다수의 프로젝트들을 시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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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лмат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принимае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о
все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 проектах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и городской АНК. Это, к
примеру, День языков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круглые столы, День города, Наурыз мейрамы, День единства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и
многие др.
Также корейский центр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ит ряд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проектов.
Наиболее крупные из них: празднование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льналь), Ден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фестиваль
K-POPSTAR.kz, спортивно-культурно-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 стадионе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Алматы – это регион, где проживает самое большое число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В
самом городе и окружающих его районах
проживает 30%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Здесь находя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республаиканский академический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музыкальной комедии, газета «Корё
ильбо», корейские отделения вузов и т.д.;
сосредоточены основные силы корейск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профессорско-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ий состав, учёные, деятели литературы, искусства и др.
Председателем Алмат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является Шин Бронислав
Сергеевич – с 1995 г. по 2000 г. и с 2005 г.
по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основу деятельности Шина Б.С. на посту председателя АКНЦ
заложены подходы, позволившие поднять
работу организации на уровень самых современных требований.
Возглавив АКНЦ, Бронислав Сергеевич
внёс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сплочение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города Алматы с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Он является членом попечительского совета АКК.
Принцип консолидации и сплочённости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корейцев вообще – основа деятельности Шина Б.С. В р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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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ультате такого подхода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ился состав активистов АКНЦ, в него
вошли новые люди, вернулись многие из
тех, кто ранее по каким-то причинам отошли от коре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По предложению Бронислава Сергеевича в состав АКНЦ вошли корей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близлежащих к Алматы районов, поскольку им эффективнее работать
с Алматинским центром, чем с областным
в Талдыкоргане, куда формально они относятся. Так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но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АКНЦ по Алматинскому
региону. В него вошли корейские центры
Талгарского, Енбекшиказахского, Карасайского, Балхашского районов и города
Капшагая. Его возглав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Талгарского центра Цой Р.В. Он является одновременно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АКНЦ.
Выстроена четкая структура АКНЦ,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 из 27 подразделений, сформированных по интересам, роду занятий,
виду твор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лу, возрасту. Это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общества пожилых людей «Корё Ноин», «Ноиндан»,
университет пожилых людей «Ноинтехак»;
народный хор «Родина», хор «Бидангиль»,
вокальная группа «Радуга»; танцев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Бидульги», «НамСон», «Инсам», ММ production,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их
народ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Саран»; женские
клубы «Диндале», «Чинсон», школа «Мугунхва», клуб «Саимдан», объединени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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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대표적인 것들로는 음력 신년맞이 행사
(설날), 고려 문화의 날, K-POPSTAR.kz 페스
티벌, 알파라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경기
장에서 개최되는 체육•문화 행사 등이 있다.
알마티는 오늘날 카자흐스탄 내에서 가
장 많은 고려인들이 살아가는 지역이다. 알마
티 시와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수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전체 인구의 30 퍼센
트를 차지하고 있다. 알마티에는 「국립 공화
국 아카데미 고려인 음악 희극장」과 「고려일
보」, 여러 대학교들의 한국어문학과 등이 설
립되어 있는 곳이며 교수, 학자, 문학가, 예술
가 등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엘리트 집단이 중
심적으로 모여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알마티 고려문화중앙회의 오랜 회장
직은 신 브로니슬라브 셰르계예비치(Шин
Бронислав Сергеевич)가 1995년부터 2000
년까지, 그리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맡아오
고 있다. 신 브로니슬라브 셰르계예비치는 고
려문화중앙회의 회장직을 수행하며 본 단체
의 활동 및 업무 수준이 현대 환경의 최신 요
구사항에 부응하도록 하는 접근법을 성공적
으로 적용하였다.
신 브로니슬라브 회장은 알마티 고려문
화중앙을 지휘하며 알마티 시에서 활동하는
여러 고려인 단체들이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
회와 단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카
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후원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고려인 단체들, 나아가 고려인들 전체
의 단합과 결속'에 대한 원칙은 신 브로니슬
라브 회장이 행하는 업무의 기본철칙이다. 이
러한 그의 접근법을 통해 알마티 고려문화중

앙회의 열성 활동원들의 수가 크게 늘었다.
새로운 구성원들의 유입은 물론, 과거 활동하
던 이들 중 다양한 이유로 고려인 운동에서
멀어졌던 많은 일원들 또한 회귀하였다.
신 브로니슬라브 회장의 제안에 따라 알
마티 고려문화중앙회에는 알마티 시와 인접
한 여러 지역들 소재의 고려인 단체들이 합
류하게 되었다. 이는 이 단체들이 형식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알마티 주의 주도(主都)인 탈
듸코르간 시 소재 고려인 민족문화센터보다
는 알마티 시 고려문화중앙회와 협업하는 것
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알마티 고려문화중앙의 알마티 주 지부가 생
겨나게 되었다. 이 지부에는 탈가르, 옌벡시
카자흐, 카라사이, 발하쉬 군(郡) 및 캅샤가이
시(市) 소재의 고려인 민족문화센터들이 소속
되게 되었다. 본 지부의 지휘는 탈가르 군 고
려인 민족문화센터의 회장인 최 R.B가 맡게
되었다. 그는 알마티 고려문화중앙회의 부회
장직 또한 겸임하고 있다.
알마티 고려문화중앙회는 명확한 조직구
조를 갖추고 있으며, 활동원들의 성별 • 연령
• 직업 유형 • 관심사 • 예술활동 유형 등에
기반하여 형성한 27개 하부조직으로 구성되
어 있다. 원로회 • 장년층 커뮤니티 「고려 노
인」 및 「노인단」 • 장년층 교육기관 「노인
대학」, 민족 합창단 「로지나 («Родина» - 고
향)」 • 합창단 「비단길」 • 보컬 그룹 「라두가
(«Радуга» - 무지개)」, 무용단 「비둘기」 • 「남
성 (南星)」 • 「인삼」 • 「MM production」 • 한
국 전통 악기 합주단 「사랑」, 여성 클럽 「진
달래」 • 「친선」 • 「무궁화 학교」 • 「사임당」,
독립투사 후손 연합 「자손」, 사할린 출신 고
려인들의 커뮤니티 「향우회」, 과학기술 커뮤
니티 「과학」 등이 바로 그것들이며, 이외에도
작가, 시인, 음악가 등의 예술인 연합, 체스 동
호회, 장교 동호회, 한식 미식가 클럽, 청년회
등의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알마티 고려문화중앙회의 업무는 체계
성, 계획성을 갖추기 시작했으며, 규모의 범
위까지 넓혀나갔다. 그 예로 대학생 궁전에서
주최되는 설날맞이 행사, 중앙공원에서 진행
되는 광복절 기념 행사, 노인의 날 등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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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томков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Часон»,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Хянухе»,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Кахак»; объединен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ворческих профессий: писателей, поэтов,
музыкантов; шахматный клуб, офицерский
клуб, клуб гурманов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молодёжный центр и др.
Работа организации стала системной,
плановой, массовой. Например, вся корей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города Алматы
и за её пределами твердо знает, что АКНЦ
постоянно проводит массовые праздники: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во
Дворце студентов, Ден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освящённый освобождению Кореи в
Центральном парке города, День пожилых
людей.

АКНЦ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сотрудничает с Корейским театром, газетой
«Корё ильбо». Так городской корейский
центр и театр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ят совмест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ённые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женскому дню, празднику Наурыз, Дню Победы. Основными
подписчиками газеты «Корё ильбо» являются организации и активисты АКНЦ.
Кроме того, Бронислав Сергеевич оказывает постоянную материальную помощ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м газеты в Алматы, НурСултане, Атырау.
Шин Б.С. организовал работу АКНЦ
так, что теперь она проходит под эгидой
и в тес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Ассамблее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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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города Алматы и включена в её план и календарь мероприятий.
Налажен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о всеми этнокультурными объединениями города.

В деятельности АКНЦ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Бронислава Сергеевича налажена
согласованная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с Генеральным консу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Алматы, Центром просвещения, Фондом поддержк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по мирному 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в Казахстане,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фирмами. Совместно с эт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ится
ежегодн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этно-спортивный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цев на стадионе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Благодаря усилиям Шина Б.С. АКНЦ становится реальн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диалог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деятельности АКНЦ Шин Бронислав
Сергеевич делает ставку на молодёжь,
привлечен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постепенный переход к объективной самодостаточ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успешная,
многогранная работа которой не будет
зависеть от конкретных людей, а будет
иметь устойчивые механизмы, в том числе и собственную материальную базу.
Для этого формирует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Фонд АКН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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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마티 고려문화중앙회가 큰 규모의 행사들
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점은 알마
티 시 고려인 사회는 물론 타 지역들의 고려
인들 또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알마티 고려문화중앙회는 또한 고려극장
과 고려일보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
다. 그중 고려극장과는 국제 여성의 날, 나우
르즈 축제, 전승절 등의 행사를 공동으로 주
최해 오고 있다. 또한 오늘날 고려일보의 주
구독자층은 알마티 고려문화중앙회 소속의
단체들과 회원들이다. 그와 더불어 신 브로니
슬라브 셰르계예비치 회장은 알마티, 누르술
탄, 아트라우 시 주재 고려일보
특파원들에게 지속적인 물적 지
원을 해오고 있다.
신 브로니슬라브 회장은 오
늘날 알마티 고려문화중앙회의
활동이 알마티 시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지부의 지휘 및 긴밀
한 협동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
도록 주선하였으며, 그 결과 현
재 민족회의가 기획하고 주최하
는 모든 연중 행사들에 고려문
화중앙회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도 알마티 시의 모
든 민족문화 단체들과의 협력관
계 또한 구축되었다.
신 브로니슬라브 회장은 또
한 주 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
관, 알마티 한국 교육원, 재외
동포재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중앙아시아협의회, 카자흐스
탄 한인회, 한국 기업들과도 지
속적인 협력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특히 상기
기관들과 공동으로 한민족 체육
대회를 매년 알파라비 카자흐스
탄 국립대학교 경기장에서 개최
하고 있다. 또한 신 브로니슬라
브 회장의 노력을 통해 오늘날
알마티 고려문화중앙회는 한국
과 북한 간에 대화와 소통이 이
루어지는 플랫폼으로 발전해 가

고 있다.
신 브로니슬라브 회장은 알마티 고려문
화중앙의 활동에서 특히 청년층에 대한 투자
와 기업인/경영인들의 유치, 특정인 및 단체
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경제
적 자립의 확립과 자체적인 물적 자원의 확보
를 통해 안정적인 메커니즘에 기반한 다각적
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의
실현을 목적으로 현재 알마티 고려문화중앙
회의 자체적인 재단이 형성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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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ЧИНСОН»
В августе 1990 г. в городе Кокшетау было создано областное общество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ервы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ст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кчетав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по птицеводству
Цой Николай Петрович. В
1994 г. общество возглавил советник по сельскому хозяйству Чжен Моисей
Алексеевич, посвятивший
развитию Кокшетауского
филиала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более 20-ти лет и являвшийся председателем до 2014 г. Также
у истоков коре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области стоял заслуженный тренер Казахстана
по кикбоксингу Хегай Енген Тобенович,
который долгие годы был спонсором филиала и внёс неоценим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спорта.
В 2013 г. филиал прошёл перерегистрацию как «Акмол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этно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27 сентября 2015 г.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создании нов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и избрании нового председателя. 6 октября 2015
г.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Чинсон»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органах юстиции Акмо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избрали Лим
Людмилу Константиновну. Инициаторами
и учредителями явились: Пак Владимир
Юн-Динович, Ли Борис Андреевич, Ким
Елена Николаевна, Руднева-Цхай Валентина Яковлевна, Лим Людмила Константиновна, Мун Евгения Анатольевна, Мун Искра Анатольевна, Син Галина Андреевна,
Ню Андрей Петрович, Цой Жанар Никол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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евна, Ким Сергей Валерьевич, Хан Венера
Викторовна и др. Активисты ОО ККЦ «Чинсон» продолжают дело, начатое Моисеем
Алексеевичем.
Главным учредителем и спонсором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является президент гуманитарно-технической академии города Кокшетау, член-корреспондент МЭАЕ,
доктор РАЕН Пак Владимир Юн-Динович,
который поддерживает центр, создаёт базу
для плодотворной работы его участников.
Ким Елена Николаевна – член прав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с 1991 г.,
директор ТОО «Акбулак», также является спонсором центра. Пак В.Ю. и Ким Е.Н.
вносят существен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Чинсон» и продвижени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Акмо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новная работа объединения направлена на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языка, традиций,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ий центр работает под эгидой областной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В Акмо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живает
около 144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В городе Кокшетау прож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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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회연합 ‘고려 문화센터 『친선』’
1990년 8월, 콕셰타우 시에서 주(州) 관
할 고려 문화 단체가 창단되었다. 본 단체의
초대 회장으로는 당시 콕셰타우 가금업 협회
의 대표이사이기도 했던 최 니꼴라이 뻬뜨
로비치(Цой Николай Петрович)가 선출되
었다. 이후 1994년부터는 농업부 고문 출신
의 천 모이셰이 알롁셰예비치(Чжен Моисей
Алексеевич)가 새롭게 단체의 지휘를 맡아
2014년까지 회장직을 수행하며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콕셰타우
지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이외에도 초
창기부터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며 본 고려문
화 단체의 확립과 고려인 문화 및 카자흐스탄
스포츠계의 발전에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
지 않은 카자흐스탄 공훈 킥복싱 코치 허가이
영근 또베노비치(Хегай Енген Тобенович)
또한 콕셰타우 고려 문화 단체의 시초를 돌아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2013년 본 단체는 「아크몰린스크 고
려 민족문화센터(Акмол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этно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라는 새로운 명칭
으로 재등록되었다. 이후 2015년 9월 27일
에는 새로운 사회연합의 창립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으며, 다음달인 10월 6일 아크몰린스
크 주 사법당국을 통해 ‘고려 문화센터 『친
선』’이 정식 등록되었다. 새 문화센터의 회
장으로는 림 류드밀라 꼰스탄찌노브나 (Лим
Людмила Константиновна)가 선출되었다.
새로운 단체의 창립을 추진하여 실현시킨 이
들로는 박 블라지미르 윤지노비치,
리 보리스 안드례예비치, 김 옐레나
니꼴라예브나, 루드녜바-채 발롄찌나
야꼬블레브나, 림 류드밀라 꼰스탄찌
노브나, 문 예브계니야 아나똘리예
브나, 문 이스크라 아나똘리예브나,
신 갈리나 안드례예브나, 뉴 안드례
이 뻬뜨로비치, 최 좌나르 니꼴라예
브나, 김 셰르계이 발레리예비치, 한
베녜라 빅토로브나 외 다수가 있다.
오늘날 사회연합 고려 문화센터 『친
선』의 열성 활동가들은 일찍이 천 모

이셰이 알롁셰예비치 전 회장이 일구어 내기
시작한 터를 이어받아 열심히 가꾸어 나가고
있다.
고려 문화센터 『친선』의 주요 창립자이
자 후원자는 콕셰타우 시 인문기술 아카데미
이사장이며 유라시아 국제 경제 아카데미의
통신회원이자 러시아 자연과학 아카데미 박
사인 박 블라지미르 윤지노비치이다. 그는 본
문화센터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지원하며 그
회원들이 성과 높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을 마련해 주고 있다. 『친선』의 또다른 후원
자인 김 옐레나 니꼴라예브나는 1991년부터
본 고려 문화센터의 임원회 일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유한책임회사 「Akbulak」의 사장직을
맡고 있다. 박V.Y. (Пак В.Ю.) 와 김 Е.Н. (Ким
Е.Н.) 또한 오늘날 『친선』의 발전과 아크몰린
스크 지역의 고려인 문화 진흥에 중대한 기여
를 하고 있다.
본 고려 문화센터의 주요 업무는 한민족 문
화, 언어, 전통 그리고 역사의 보존을 기본 방향
으로 잡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아크몰
린스크 주 지부의 지휘 아래 활동하고 있다.
오늘날 아크몰린스크 주에는 1천 4백 42
명의 고려인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그중 336
명이 콕셰타우 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본 지역의 고려인 공동
체는 자체적으로 행사들을 주관하기도 하고
다양한 자선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발
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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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ает всего порядка 330 корейцев. Но, несмотря на такое не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корей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принимае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жизни региона, вносит вклад
в его развитие, проводит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участвует в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х
акциях.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Чинсон» базируется в здании Дома дружбы (РГУ «Қоғамдық
келісім»). Корейскому центру выделено
два помещения – кабинет и класс. В кабинете имеется выставочная продукц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орейские 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стюмы,
музыкаль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для ансамбля
«Самульнори». Здесь проходят деловые
встречи и совещания.

Школа «Шанырақ» открылась в 2009 г.
для обучени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 большом просторном классе
проходят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ласс
оборудован необходимой оргтехникой,
интернетом. Организованы две танцевальные группы – «Мисо» и «Хенбог», а также
ансамбль «Самульнори», делающий первые шаги.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едут
Лим Людмила Константиновна и Ким Анастасия Николаевн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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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работе танцев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принимают Тё Оксана и
Тё Виктория. Ни одно мероприятие не проходит без выступления этих групп.
ОО ККЦ «Чинсон» в течение года проводит мероприятия как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так и совместно с другими этноцентрами,
работающими в Доме дружбы, участвует
в областных, городских и внутришко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ов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было 25-летие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которое проводилось в октябре 2015 г. в здании Дома дружбы с участием школьников
корейского класса, с приглашением почётных гостей, внёсших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Акмолинцы,
принимавшие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общественной
работе,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юбилейными медалями от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Награду
получили: Пак Владимир
Юн-Динович, Ким Елена
Николаевна, Ли Борис
Андреевич, Цой Жанара
Николаевна,
РудневаЦхай Валентина Яковлевна, Лим Людмила
Константиновна. Также
многие активисты получил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за помощь в организации мероприятия и участие в общественной
работе.
Стало доброй традицией собираться
вместе и ежегодно отмечать такие праздники, как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День благодарности, Наурыз, День
единства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День Победы, последний звонок, День защиты детей,
День пожилого человека, Чусок и другие
знаменательные дат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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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선』 문화센터는 공영기관 「코감듹 꼘
릐슴 («Қоғамдық келісім» - 사회적 합의)」의
「돔 드루쥐븨 («Дом дружбы» - 친선회관)」
건물에 입주해 있으며, 사무실과 교실 용도의
공간 2곳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다. 주로 미
팅 및 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실은 한민
족 장식 예술품들과 전통 의상, 사물놀이 악
기들로 꾸며져 있다.
본 문화센터 부속 한글학교인 「샤느락
(«Шанырақ»)」은 2009년 문을 열었으며 어
린이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
국어 수업은 모든 필수 교육 장비와 인터
넷 등이 잘 갖추어진 크고 넓은 교실 공간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친선』 문화센터에는
또한 「미소」, 「행복」이라는 명칭의 두 무용
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최근에 결
성되어 갓 걸음마를 시작한 전통악기 합주
단 「사물놀이」가 있다. 한국어 수업은 림
류드밀라 꼰스탄찌노브나 (Лим Людмила
Константиновна)와 김 아나스타시아 니꼴
라예브나 (Ким Анастасия Николаевна)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상기 무용단들의 활동은 조 옥사나(Те
Оксана)와 조 빅토리아(Те Виктория)의 주
도적인 참여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문
화센터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들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무대를 꾸미고 있다.

사회연합 ‘고려 문화센터 『친선』’은 매년
단독 혹은 ‘돔 드루쥐븨 (친선회관)’ 기관과 연
계된 타 민족센터들과 공동으로 다양한 행사
들을 주최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주•시 주최

의 행사들과 교육기관 행사들에도 활발히 참
가하고 있다.
본 단체가 '고려 문화센터 『친선』'으로 새
롭게 단장한 뒤 가장 처음으로 참여한 행사들
중 하나는 2015년 10월 개최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창립 25주년 행사였다. 본 행사
에는 한글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고
려인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들이 귀빈
으로 초대되어 참석한 가운데 치뤄졌다. 또한
이 행사에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그동
안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임해온 아크몰린
스크 지역의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기념메달
수여식을 가졌다. 수상자들로는 박 블라지미
르 윤지노비치, 김 옐레나 니꼴라예브나, 리
보리스 안드례예비치, 최 좌나라 니꼴라예브
나, 루드녜바-채 발롄찌나 야꼬블레브나, 림
류드밀라 꼰스딴찌노브나가 선정되었다. 그
외에도 『친선』의 많은 열성 활동원들이 행사
의 준비과정에 기여함과 공익활동을 행해온
공로에 대한 감사장을 수상하였다.
설날, 감사의 날, 나우르즈, 카자흐스탄
민족화합의 날, 전승절, 마지막 종, 아동 보호
의 날, 노인의 날, 추석 등 카자흐스탄의 다양
한 명절날을 모두가 함께 모여 뜻 깊게 기념
하는 것은 고려 문화센터 공동체에 자리잡은
정겨운 전통이다.
한 학년의 종료를 기념하는 「마지막 종」
행사날에는 한 해 동안 정규 학업을 우수
하게 마치고 민족문화 센터에서도 적극
적인 활동을 펼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
장과 기념품을 수여한다.
노인의 날에는 자선 행사가 개최된
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크몰린스크 지
역 거주 고령자들에게 고려 문화센터 이
름으로 이른바 '식료품 바구니'를 전달하
고 있다.
한편 콕셰타우 시 고려인 공동체가 고
려인 협회 창단 25주년 행사에 이어 대대
적으로 진행한 이벤트는 2017년 11월 개
최된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80주년 행사가
되었다. 본 행사는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아크
몰린스크 지부의 지원 하에 '돔 드루쥐븨'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박 블라지미르 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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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оследний звонок»
школьники, успешно окончившие учебный
год и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вшие в работ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получают почётные грамоты и памятные подарки.
В День пожилых людей проводитс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акция. Нуждающимся
пожилым людям, проживающим в Акмо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ручаютс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е корзины от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Вторым значимым событием для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города Кокшетау стало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ённое 80
летию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которое проводилось в ноябре 2017 г.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Доме дружбы при
поддержке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Акмо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Юбилейные медали
от АКК были вручены Паку В.Ю., Мун И.А. и
Лим Л.К. Активисты центра получили грамоты 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В 2018 г. прошли два крупных мероприятия: «Ты в сердце моём, Астана!» и
«Казахстан – наш дом родной!». Первое
проходило в ДК «Кокшетау»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Рухани жаңғыру».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КК, также была получена спонсорская

86

помощь от Пака В.Ю. В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коллективы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г. Нур-Султана.
Мероприятие «Казахстан – наш дом
родной!» проводилось в здании Акмо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и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на
средства, выделенные Фондом поддержк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также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Рухани
жаңғыру». В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е участвовали артисты филармонии и гости из
Нур-Султана. Столичный танцев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Мисон», хор «Ченрю» и ансамбль
«Самульнори» оставили яркий след в душах
жителей Кокшетау и гостей из области.
Круп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проводились ОО ККЦ «Чинсон»:
• в 2015 г. – 25-летие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 в 2016 г. –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льналь) в рамках Дн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 в 2017 г. – 80-летие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 в 2018 г. – мероприятия «Ты в сердце моём, Астана!», посвящённое 20 летию
столицы, и «Казахстан наш дом родно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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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치, 문 이스크라 아나똘리예브나, 그리고
림 류드밀라 꼰스딴찌노브나가 카자흐스탄 고
려인 협회로부터 기념 메달을 수상하였으며,
이외의 열성 활동원들에게도 훈장 및 감사장
이 전달되었다.
2018년에는 「띄 브 셰르쩨 마욤, 아스타나!
(«Ты в сердце моём, Астана!», - 내 마음 속
의 그대, 아스타나!)」와 「카자흐스탄 – 나쉬 돔
라드노이 («Казахстан – наш дом родной!»,
- 우리의 고향집 - 카자흐스탄!)」 등 두 건의
큰 행사가 개최되었다. 전자는 「루하니 좡그루
(«Рухани жаңғыру» - 정신적 부흥)」로 명명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문화회관 「콕셰타우」
에서 열렸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지원
과 박 블라지미르 윤지노비치의 후원 하에 개
최된 콘서트 프로그램 형식의 본 행사에는 누
르술탄 시 민족문화 단체들 소속의 예술 공연
팀들이 참여하여 무대를 꾸미기도 했다.
한편 『우리의 고향집 - 카자흐스탄!』 행사
는 아크몰린스크 필하모닉 본관에서 개최되었
으며, 재외동포재단의 재정지원을 통해 기획
및 진행이 이루어졌다. 본 행사 또한 『루하니
좡그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다.
콘서트 형식으로 개최된 본 행사에는 아크몰
린스크 필하모닉 소속 아티스트들과 누르술탄
시에서 초청된 예술 공연팀들이 참여하였다.
누르술탄 고려 민족문화센터 소속의 무용단 「

미선」, 합창단 「천류」, 합주단 「사물놀이」 등
이 저마다의 개성 넘치고 아름다운 공연을 펼
치며 콕셰타우 시민들과 아크몰린스크 주에서
찾아온 관객들의 마음 속을 찬연히 수놓았다.
지금까지 사회연합 ‘고려 문화센터 『친선』’
이 주최한 큰 규모의 행사들은 다음과 같다:
• 2015 년 –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창
립 25주년 기념 행사
• 2016 년 – 고려인 문화의 날 특집 설
날 행사
• 2017 년 –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80
주년 기념 행사
• 2018 년 – 천도 20주년 기념 행사 「
내 마음 속의 그대, 아스타나!」, 「우리의 고향
집 - 카자흐스탄!」
• 2019 년 – 한국 영화제, 한국 문화의
날, 한국 문화 축제
박 블라지미르 윤지노비치는 카자흐스탄
고등교육기관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공
로로 2005년 「카자흐스탄 공화국 명예 교육
노동자」 훈장을, 2009년에는 국가에 대한 공
로, 활발한 공공활동, 국가의 사회•경제•문화
발전과 민족 간 친선 및 협동의 강화에 기여
한 업적을 인정받아 「카자흐스탄 공화국 명
예훈장」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에는 「카자
흐스탄 공화국 독립 25주년」 메달을 받았다.
한편 김 옐레나
니꼴라예브나는 카자
흐스탄 공화국 독립
10주년 및 20주년 기
념 메달을 나자르바예
프 대통령으로부터 수
상하였으며, 카자흐스
탄 고려인 협회로부터
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75주년 기념 메
달을 받았다. 이외에
도 콕셰타우 시 및 아
크몰린스크 주 행정기
관들이 수여한 다수의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
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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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 2019 г. –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Ден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ак Владимир Юн-Динович награждён за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высшей школы Казахстана нагрудным знаком «Почётный работник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05), за заслуги
перед государством, активн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культурное
развитие страны, укрепление дружб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народами – Почётной грамотой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09),
медалью «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ның
тәуелсіздігіне 25 жыл» (2017).
Ким Елена Николаевна награждена
юбилейными медалями в честь 10 летия
и 20 лет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азахстана от
Президента РК Назарбаева Н.А., юбилей-

ной медалью в честь 75 летия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от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Имеет множество почётных грамот 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х писем
от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бласти и города.
Лим Людмила Константиновна также
имеет различные награды: юбилейные медали в честь 25 летия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2015) и 80 летия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2017),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и почётные грамоты областного и городского акиматов (2012).
Работа членов правления ОО ККЦ
«Чинсон» высоко оценена земляками.
Впереди новые цели и задачи, реализация
новых планов. Отрадно, что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лица, молодёжь приходит на смену.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развивается
и крепчает благодаря работе истинных патриотов своего народа.

4.4.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АКТЮ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Актюбинскую область, как и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Казахстана, корейцы переселились в 1937 г., когда было принято Постановление СНК СССР и ЦК ВКП (б) от 21
августа 1937 г. №1428 326 «О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из по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В Актюбинскую область было депортировано
1165 человек на территорию Карабутакского и Хромтауского районов. Трудности
не сломили корейцев, они не только выжили, но и оказались в достойном ряду с
теми, кто поднимал экономику страны.
В регионе практически нет отрасли, где
бы не работали и не работают корейцы. И
хотя корейцы составляют всего 0,17% населения региона, многие из них добились
больших успехов в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отмече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наградами
и почётными званиями. Это Ким Марс Терентьевич, Чиковани Анатолий Серафим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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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ич, Когай Евгений Петрович, Хван Анастасия Син-воновна, Ким Илья Ананьевич, Ли
Николай Дуенович, Югай Дык-ман, Ни Аркадий Юрьевич, Ча Валентин Романович,
Цхай Константин Валентинович, Огай Борис Андреевич, Кан Виктор Павлович, Ким
Людмила Ивановна, Ким Светлана Валентиновна, Хан Доонид Ильич, Когай Игорь
Александрович, Ким Юрий Иванович,
Ким Сергей Михайлович, Югай Борис Васильевич, Ким Элеонора Витальевна, Шек
Анатолий Николаевич, Кан Валериан Васильевич, Ан Татьяна Васильевна, Хон Юрий
Борисович и др.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са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области.
Возрожд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в области начало формироваться в начале 90-х гг. прошлого века, когда
инициативная группа ветеранов под р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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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류드밀라 꼰스딴찌노브나 또한 카자
흐스탄 고려인 협회 창립 25주년 기념 메달
수상 (2015),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80주년
기념 메달 수상 (2017), 시청 및 주 행정부 수
여 표창장 및 감사장 수상 (2012) 등 다수의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행해온 업무와 활동으로 지역
동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회연
합 ‘고려 문화센터 『친선』’의 임원회 일원들 앞
에는 여전히 많은 새로운 목표들과 과제들, 그

리고 실현되어야 할 계획들이 놓여져 있다. 그
러한 가운데 현재 새로운 일원들이 지속적으
로 공동체에 유입되고 있으며 향후 기성세대
를 교체해 나갈 젊은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
은 새삼 반길 만한 일이다. 콕셰타우 시의 민
족문화 연합은 오늘날에도 진실된 민족애(民
族愛)를 몸소 실천하는 동포들의 노고를 양분
삼아 더욱 더 발전하며 강건해져 가고 있다.

4.4. 사회연합 『악튜빈스크 주 고려인 협회』
카자흐스탄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
로 고려인들이 악튜빈스크 주(Актюбинская
область)로 유입된 시기는 1937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회 및 전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의한 『극동의 국경

접경지역 거주 한민족의 이주(«О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из по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에 관
한 공동법령(1937년 8월 21일자, 제1428-326
호)이 통과된 시점부터였다. 총 1천 1백 65
명의 고려인들이 악튜빈스크 주의 카라부탁
(Карабутак) 및 흐롬타우
(Хромтау) 군(郡)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고려인들은 그
들에게 닥친 시련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극복해 내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의
경제를 일으켜 세운 주역들
중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하
는 민족이 되었다.
오늘날 악튜빈스크 지
역에서는 고려인들이 활동
하지 않는 사회분야는 단언
코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
다. 고려인들이 지역 전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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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водством Кима Моисея Михайловича
организовала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Актю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Центр был официаль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22 июля 1992 г., его председателем был
избран Ким Моисей Михайлович.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основными целями центра
были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озрождение обычаев, традиций и культуры, изучение истории Кореи. В качестве первых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воскресной
школе трудились ветераны коре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Чиковани Анатолий Серафимович и Ким Елизавета Егоровна, которые,
не будучи педагогами, хорошо владели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ью, а также знали
обычаи и традиции. Впоследствии подготовка учителей осуществлялась на базе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азахстане, откуда также
оказывалась помощь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учебных пособий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1995 г.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самодеятельность – вокально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й ансамбль «Чинсон»,
бессменным руководителем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Ажгалиева (Цхэ) Галина Леонидовна, член правления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Актю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первых порах
огромную помощь в
становлении ансамбля
– приобретении корейских сценических
костюмов и аксессуаров,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обучению
хореографов – оказал
Ким Валентин Николаевич (фирма «РОДЕМ»).
В 1997 г. центр
был преобразован в
Актюбинский филиал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 26 апр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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ля 2018 г. филиал преобразован в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Актю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качестве
юридического лица и является членом
Объединения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ссоциация
прошла общественную аккредитацию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В 1999 г. председателем правления филиала был избран Цхай
Константин Валентинович, он же в 2018
г. избран на учредитель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правления ОО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Актю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н одновременно является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Актю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чалах, а также членом АНК, почётным
гражданином Актю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меет
тр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х письма от Пер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К Назарбаева Н.А., награждён
9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наградами, в том числе золотой медалью «Бірлік»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На качественно новом уровне работает корейская воскресная школа. Выпускники воскресной школы, пройдя успешное
собеседование, обучаются в колледжах и
вузах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Ученики воскре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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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17%에 불과함에
도 불구하고 이들 중 다수가 큰 사회적•직업
적 성공을 이루어 냈으며 다양한 국가 훈장
및 칭호들을 수상한 바 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김 마르스 쩨렌찌예비치, 치코바
니 아나똘리 세라피모비치, 고가이 예브계니
뻬뜨로비치, 황 아나스타시아 신워노브나, 김
일리야 아나니예비치, 리 니꼴라이 두여노비
치, 유가이 득만, 니 아르까지이 유리예비치,
차 발롄찐 로마노비치, 채 꼰스딴찐 발롄찌노
비치, 오가이 보리스 안드례예비치, 강 빅토
르 빠블로비치, 김 류드밀라 이바노브나, 김
스베틀라나 발롄찌노브나, 한 도오니드 일이
치, 고가이 이고리 알롁산드로비치, 김 유리
이바노비치, 김 셰르계이 미하일로비치, 유가
이 보리스 바실리예비치, 김 엘레오노라 비딸
리예브나, 석 아나똘리 니꼴라예비치, 강 발
레리안 바실리예비치, 안 따찌아나 바실리예
브나, 홍 유리 보리소비치 등을 꼽을 수 있다.
고려인들은 또한 악튜빈스크 주의 공동
체 생활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영위하
고 있다.
악튜빈스크 주 고려인들 사이에서 민족
정체성의 부흥기가 도래하기 시작한 때는
1990년대 초반으로, 김 모이셰이 미하일로비
치(Ким Моисей Михайлович)를 위시로 한
베테랑 고려인 모임이 『악튜빈스크 주 고려

민족문화센터(«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Актю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를 발족하면서부터다. 본 문화센터의 정식
등록은 1992년 7월 22일 이루어졌으며 초
대 회장으로 김 모이셰이 미하일로비치가 선
출되었다. 초창기 문화센터의 목적은 한국어
의 학습과 전통•풍습의 복원, 한반도의 역사
를 배우는 것에 있었다. 한국어 교육은 주일
학교에서 이루어졌는데, 최초의 한국어 선생
역할을 한 이들은 당시 고려인 운동의 베테
랑들이었던 치코바니 아나똘리 세라피모비
치(Чиковани Анатолий Серафимович)와
김 옐리자베타 예고로브나(Ким Елизавета
Егоровна)였다. 이들은 전공자가 아니었음에
도 불구하고 한글을 잘 쓸 줄 알았으며 한민
족 풍습과 전통에 대한 지식 또한 갖추고 있
었다. 이후 악튜빈스크 고려인 협회의 한국어
교사 양성은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산하의 한국 교육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
어졌으며, 한국어 교재 또한 이곳에서 공급
받아 사용하였다.
1995년에는 합창•무용단인 「친선」이
결성되며 문화센터 차원의 예술활동이 시
작되었다. 단장은 아쥐갈리예바 (채) 갈리
나 례오니도브나(Ажгалиева (Цхэ) Галина
Леонидовна)로, 악튜빈스크 주 고려인 협회
임원회의 일원이기도 한 그녀는 오늘날까지
도 본 예술팀과 함께하
고 있다. 「친선」의 초
창기 시절 한국 전통
무대의상, 액세서리, 타
악기 등의 공급과 안무
교육 등을 지원하며 예
술팀이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대한 도
움을 준 이는 김 발롄
찐 니꼴라예비치(업체
「RODEM」 대표)이다.
1997년 악튜빈스
크 주 고려민족문화센
터는 「카자흐스탄 고려
인 협회 악튜빈스크 주
지부(«Актюбинск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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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ой школы выезжали в 2017 г. в Сеул для
участия в летнем лагере по программе
OKfriends.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ак Лидия Степановна проходила курсы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в вузах Сеула и Енина.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установило тесные связи с Корейским институтом им. короля Сейджонга и Пусан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При содействии этих
вузов и волонтера из Кореи Сон Ши Мона
организован центр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Значительно возросло мастерство ансамбля «Чинсон»,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 статус
«Народного» в 2008 г. Приобретено много сценических костюмов,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атрибутов и аксессуаров.
Ансамбль удостоен гранта акима области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област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ансамбле
36 участников.
Существуют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е и вокальные группы, в состав которых входят в
основном школьники и студенты. Руководитель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самодеятельности
Ажгалиева (Цхэ) Галина Леонидовна удостоена звания «Заслуженный деятель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граждена
почётной грамотой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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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азахстана. Коллектив ансамбля «Чинсон»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о многих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в том числе на Всемирной
выставке «ЭКСПО 2017», за что удостоен
благодарственного письма министра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РК Мұхамедиұлы 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творческом
коллективе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ьединения много активной молодёжи.
Коллектив достойно пред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традиции на всевозможных
праздниках, мероприятиях, участвует в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курсах. Так,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курсах
«Галактика талантов» и «Тоника» в течение
3 лет группа DDfamily удостаивалась Гран
при. Таланливая группа Chinsonfamily в
2018 г.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казахстанском отборочном туре всемирного K POP
конкурса-фестиваля в Чангвоне.
При ансамбле функционирует детская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ая группа «Тансим». Солисты ансамбля являются победителями
и лауреатами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курсов. Солистка ансамбля
Югай Ангели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ныне артистк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также
удостоена благодарственного
письма
Председателя
АНК
Назарбаева Н.А.
При Ассоциации
действует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в который
входят наиболее авторитет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озглавляет
совет
Ким Марс Терентьевич.
Ассоциаци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аботает над крупны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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филиал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로 한차례 형태를 변경한 바
있으며, 이후 2018년 4월 26일 ‘사회연합 『
악튜빈스크 주 고려인 협회(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Актюбинской области»)』’로 공식 명칭의
재변경과 함께 법적형태 또한 법인으로 바꾸
었다. 또한 본 단체는 ‘법인연합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회원기관이며,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소속 민족문화 연합’의 정부인가를
획득하였다. 1999년 악튜빈스크 고려인 협회
임원회의 회장으로 채 꼰스딴찐 발롄찌노비
치가 선출되었다. 이후 그는 2018년에도 ‘사
회연합 『악튜빈스크 주 고려인 협회』’의 임원
회 회장으로 추대된다. 현재 그는 협회를 이
끄는 일 외에도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악튜빈
스크 주 지부의 부지부장직을 자원봉사 형식
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의원으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채 꼰스딴찐 회
장은 악튜빈스크 주 명예 시민 지위를 획득한
바 있으며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이 수여한 감사장을 3차례 받은 이력

이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민족회의로부터 받
은 「브를릑 (Бірлік - 단합)」 금메달을 포함하
여 9개 정부 상을 수상하였다.
주일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
또한 초창기와 비교하여 보다 뛰어난 성과
를 보이고 있다. 주일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은 뛰어난 면접성적으로 한국의 대학교들에
입학하여 학업에 정진하고 있다. 특히 주일학
교 학생들은 2017년 서울에서 개최된 재외
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프로그램 ‘OKfriends’
여름캠프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어
교사인 박 리디야 스쩨빠노브나(Пак Лидия
Степановна)는 서울 및 용인 소재 교육기관
들에서 교사 직무능력 향상 연수를 받은 바
있다. 오늘날 『악튜빈스크 주 고려인 협회』는
세종대학교 및 부산대학교와 긴밀한 협력관
계를 구축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과 한국
자원봉사자 손시몬 씨의 협력을 통해 설립된
한국 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합창•무용단 「친선」 또한 초창기 시절과
비교하여 예술적 역량에 큰 발전을 이루어 냈
으며, 수많은 무대의상들과 악기, 소품, 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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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оектом –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Корейского
дома в рамках планируемой в области
этнодеревни. Акиматом области выделен земельный участок в центре города
площадью 32 сотки, получен земельный
акт, утверждён эскизный проект комплекса зданий, включающий музей истории
Кореи, учебные комнаты,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е залы, залы для секции таэквондо, зал
торжеств, магазин для товаров из Кореи.
Подготовлена проектно сметная документация, определён генеральный подрядчик – группа компаний «РОКОС» во
главе с членом правления Ассоциации Ни
Аркадием Юрьевичем.
Другим проектом Ассоциации является открытие в Актобе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университетом им. Жубанова филиала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 короля Сейджонга. Подписан меморандум, ведутся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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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ссоциация проводила широкомасшта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ённые 70
ти, 75 ти и 80 ти летию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с участием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области.
Актюб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дставлены
в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и испол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ах – председатель постоя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бюджету и финансам, кавалер орденов «Достык» и «Құрмет» Ни Аркадий
Юрьевич, а также заместитель акима г.
Актобе Ли Сергей Михайлович
Ежегодно Ассоциация удостаивается
гранта акима области и гранта управления
по развитию языков для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воскресной школы.
Более 90% всех корейцев области
проживают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оэтому
Ассоциация не имеет структурны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в района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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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 등을 자체적으로 갖추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에는 ‘국민 예술단’ 지위를 획
득한 바 있으며, 그 밖에 ‘주(州)의 문화 및 예
술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주지사가 수여하는
장려금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현재 본 예술단
에는 36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협회에는 이외에도 학교 학생들과 대학
생들로 구성된 무용팀 및 보컬그룹들이 결성
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활동을 지도
하는 이는 「친선」의 단장이기도 한 아쥐갈리
예바 (채) 갈리나 례오니도브나이다. 그녀는 ‘
카자흐스탄 공훈 문화인’으로 선정된 바 있으
며 카자흐스탄 민족회의가 수여하는 표창장
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친선」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축제 및 행사들에 참여해왔으며 특히
근래에는 국제행사인 「EXPO-2017」에 참가
하여 무하몌지울릐(Мұхамедиұлы) 카자흐스
탄 공화국 문화체육부 장관으로부터 감사장
을 수상하였다. 본 협회의 보컬그룹 출신이며
현 「국립 공화국 아카데미 고려인 음악 희극
장」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유가이
안겔리나 블라지미로브나(Югай Ангели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또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
통령이자 카자흐스탄 국민회의 의장인 나자
르바예프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한 이력의 보
유자이다.
오늘날 『악튜빈스크 주 고려인 협회』의
예술부에는 적극성과 활기로 가득 찬 많은 청
년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다양한 행사, 축제, 국내외 경연대회
등의 무대 위에서 표출하며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훌륭히 대변하여 주고 있다. 일례로
협회 예술부 소속의 그룹 「DDfamily」 국제
경연대회인 「갈락찌까 딸란토프 («Галактика
талантов» - 재능의 은하계)」와 「Tonika」에
출전하여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다른 그룹인 「Chinsonfamily」는 2018년 개
최된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의 카자흐
스탄 예선전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외
에도 협회에는 여러 국내외 경연대회에서 우
승 및 입상한 경력이 있는 어린이들로 구성된
무용단 「Tansim」이 활동하고 있다.

『악튜빈스크 주 고려인 협회』에는 지역
고려인 사회에서 가장 권위있는 이들로 구성
된 원로회가 기능하고 있으며, 회장직은 김
마르스 쩨롄찌예비치가 맡고 있다.
오늘날 본 협회는 큰 규모의 프로젝트
를 기획 중에 있다. 민족지학적 박물관 마
을 조성 사업의 일환인 「까레이스키 돔
(Корейский дом, - 고려인의 집)」을 건축하
는 것이다. 현재 주 행정부로부터 도심지역의
토지 32아르를 할당받았으며 한민족 역사 박
물관, 교육실, 무용 연습실, 태권도장, 연회장,
한국상품 판매점 등이 포함된 단지의 설계도
초안 승인과 설계견적 문서 준비가 완료된
상태다. 또한 시공사로는 『악튜빈스크 주 고
려인 협회』 임원회 일원인 니 아르까지 유리
예비치를 필두로 한 「로코스 («РОКОС»)」 사
가 선정되었다.
또한 협회는 또다른 프로젝트로 주바노
브 대학교(университет им. Жубанова)와의
협력을 통해 악토베 시에 세종대학교의 분교
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이에 대
한 MOU가 체결된 상태이며, 프로젝트 실현
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악튜빈스크 주 고려인 협회』는 또한 카
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70, 75, 80주년 기념
행사들을 주 지자체들과 민족문화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규모로 성황리에 개
최한 바 있다.
오늘날 악튜빈스크의 고려인들은 지역의
입법•집행 기관들에도 진출해 있다. 예산•재
정 상임위원회 의장이자 「도스틕(Достык)」
및 「쿠르몟(Курмет)」 훈장 수상자인 니 아르
까지이 유리예비치(Ни Аркадий Юрьевич)
와 악토베 시 부시장 리 셰르계이 미하일로
비치(Ли Сергей Михайлович) 등이 그 대표
적인 인물들이다.
본 협회는 매년 주지사 수여 장려금과 주
일학교 언어교육활동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받고 있다.
오늘날 악튜빈스크 주 고려인들 중 90%
이상이 주도인 악토베 시에 거주하고 있기에
본 협회는 주 내 다른 지역들에는 별도의 지
부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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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СКО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АЛМАТ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1991 г. в Талды-Курга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о сформировано оргбюро по проведению учредитель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и созданию област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В августе 1991 г. в городе ТалдыКургане проведена учредитель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области во Дворце культуры
им. Джансугурова. Председателем ТалдыКурга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была избрана Ин Валентина Васильевна, секретарь Каратальского
райкома партии. Были созданы корейские
культурные центры в городах Талды-Курган,
Текели, а также в Каратальском и Коксуском
районах. Деятельность центра включала
изучение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оказание практической и методической
помощи соплеменникам, создание материальной базы, участие в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асширение и укрепл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вязей.
На второй конференции в 1995 г.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б объединении корейских центров в Талдыкорганский региональный филиал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Основ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в работе ККЦ были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развит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приобщение к казахской культуре и культуре других народов.
По всем эт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многое сделано активистами центра. Образовалось
Региональн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Общество дружбы Казахстан – Корея». Основными целями общества были
укрепление дружбы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народам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содействие развитию
культурных, деловых, научных связей между двумя государствам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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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 инициативе организа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перв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естивале
«Айналайын». В 2005 г. отметили праздник
дружбы народов с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ми центрами Алматинского региона и
Дн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начале 2006
г. был проведён вечер поэзии, в котором
участвовали казахские, корейские, русские,
дунганские, уйгурские, греческие поэты,
писатели, исполнители народных песен.
Руководителем объединения «Общество
дружбы Казахстан – Корея» по Алматинской области является Хан К.А.
С 2002 г. Талдыкорганский региональный филиал РОО АКК возглавляет Ли
Владимир Леонидович, кандидат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наук, директор ТОО
«Шыгыс-Каратал», член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18 г.
филиал был реорганизован в ОО «Корейско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Алмат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него входит несколько
филиалов. В городе Текели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возглавляет Кан Е.В., хирург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ы. В Ескельдинском
районе руководит Ен Л.Н. Председателем
ЭКО Коксуского района является Ким И.Т.,
директор школы, депутат районного маслихата.
Члены правления – Югай В.М., Ким
В.Ф., Тен Э.С., Цой П.П., Цой Ю.Ч., Нам Г.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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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회연합 『알마티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

1991년 탈듸-쿠르간(Талды-Курган) 주
에서 주립 고려 문화센터의 설립 및 창립총
회 진행을 위한 조직국이 발족되었다. 같은
해 8월에는 탈듸-쿠르간 시에서 지역 고려
인 사회의 대표인물들이 좐수구로프 문화궁
전(Дворец культуры им. Джансугурова)에
모인 가운데 창립총회가 진행되었다. 탈듸쿠르간 주 고려 문화센터의 회장직에는 당시
카라탈 군 당위원회 비서관이던 인 발롄찌나
바실리예브나(Ин Валентина Васильевна)
가 선출되었다. 이후 탈듸-쿠르간 및 쩨껠
리(Текели) 시와 까라탈(Каратал) 및 콕수
(Коксу) 군들에 고려 문화센터들이 설립되었
다. 문화센터들의 활동목적은 카자흐스탄 고
려인들의 역사를 배우고 동포들에게 실용적•
방법론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물적 기반을 확
립하여 자선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국제 교류
의 범위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데 있었다.
1995년 열린 두번째 총회에서는 지역 내
모든 고려 문화센터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
카자흐스탄 고려인 공화국 협회 탈듸코르간
(Талдыкорган, 1993년 도시/지역명이 기존
탈듸-쿠르간에서 본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지
역 지부』를 출범시키기로 결정되었다. 새롭게
통합된 문화센터의 활동 목적으로는 한국어
의 학습과 한민족 문화의 발전, 카자흐 및 타
민족 문화와의 교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

한 목적들은 본 문화센터의 열성
활동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알찬 결실들을 맺어갔다. 또한 카
자흐스탄-한국 양국 국민들 간 친
선 및 소통 관계를 강화시키고 양
국의 문화, 비즈니스, 과학기술 교
류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 사회연합 「카자흐스탄 – 한
국 친선회 («Общество дружбы
Казахстан – Корея»)」가 발족되
었다. 본 단체의 주도를 통해 한국
측 대표들이 제 1회 국제 페스티
벌 「아이날라이은(«Айналайын»
- 소중한 이)」에 참가하기도 하였
다. 2005년에는 알마티 지역 소재
민족 문화센터들과 공동으로 민족 친선 축
제 및 한민족 문화의 날 행사에 참여하였다.
2006년 초에는 카자흐, 고려, 러시아, 둥간, 위
구르, 그리스 민족을 대표하는 시인, 작가, 민
요 가수 등이 참가한 ‘시 낭송의 밤’ 축제를 공
동 주관하였다. 「카자흐스탄 – 한국 친선회」
의 알마티 주 지부장은 한 클라라 알롁산드로
브나(Хан Клара Александровна)이다.
2002년부터 사회연합 『카자흐스탄 고
려인 공화국 협회 탈듸코르간 지역 지부』
의 지휘는 농업과학 준박사이며 유한책임
회사 「쉬긔스-카라딸(«Шыгыс-Каратал»)」
의 사장과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알마티 주
지부 의원을 겸임하고 있는 리 블라지미르
례오니도비치(Ли Владимир Леонидович)
가 맡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본 기관
의 명칭은 ‘사회연합 『알마티 주 고려 민족
문화 연합(«Корейско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Алматинской области»)』’으
로 변경되었으며, 쩨껠리 시•예스껠듸 군•콕
수 군에 지부를 두게 되었다. 현재 쩨껠리 시
에서는 시립병원 외과 전문의인 강 Y.V.(Кан
Е.В.)가 지부장으로 있는 민족문화단체가 운
영 중이며, 예스껠듸(Ескелді) 군 소재 민족문
화단체는 연 L.N.(Ен Л.Н.)가 지휘를 맡고 있
다. 콕수 군 민족문화연합의 대표직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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Ли П.Д. – оказывают помощь и вносят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возрождени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ОО «Корейско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Алматинской
области» является активным участником всех областных и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АКК и АНК Алмат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олее 40 лет в г. Талдыкоргане работает Народный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ой
песни и танца «Ачимноуль», художественным руководителем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Заслуженный деятель культуры РК Нам Г.А.
На VIII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м фестивале ансамбль «Ачимноуль» завоевал Гран-при.
Кроме того, на базе средней школы
им. Кошкарбаева Каратальского района
имеется оборудованный класс, где можно
узнать факты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са,
создан ансамбль самодеятельного коллектива «Зори Жетысу».
На базе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проводятся мероприятия не только областного
уровня, но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значения.
В мае 2012 г.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оекта «Память во имя будущего», посвящённого 75 летию массовой депортации народов, в с. Бастобе Каратальского
район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был открыт памя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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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ик благодарности казахскому народу от
всех депортированных этносов – «Қазақ
халқына мың алғыс».
В 2013 г. был завершен проект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тепличных комплексов,
предназначенных для выращивания овощей по современны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технологиям.
В 2015 г. был подписан меморандум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линикой «Ансей» по оказанию бесплатных
услуг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в диагностике и
лечении заболеваний суставов и позвоночника.
В 2017 г.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роительной компанией FriendAsia был заключен
договор по ремонту жилых домов в Уштобе и Талдыкоргане для малоимущих слоев
населения.
В 2019 г.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акция, посвящённая 10 летию установления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ёрства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азахстан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 знак безмерного уважения к великому казахскому народу был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 памятник
«Қазақ халқына мың алғыс».
Общество пожилых людей «Ноин Дан» является
органич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в структуре каждого центра.
«Ноин Дан» возглавляют: в
городе Уштобе – Пак И.П., в
городе Талдыкоргане – Ким
А.Б., в городе Текели – Мун
Н.Н., в Ескельдинском рай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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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원이자 지역 학교의 교장인 김 I.T.(Ким
И.Т.)가 맡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알마티 주 고려 민족문화 연합』
의 임원회 일원으로 활동하며 한민족 문화
의 부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이들은 유
가이 V.M(Югай В.М.), 김 V.F.(Ким В.Ф.), 정
E.S.(Тен Э.С.), 최 P.P.(Цой П.П.), 최 Y.C(Цой
Ю.Ч.), 남 G.N.(Нам Г.Н.), 리 P.D.(Ли П.Д.)이
다. 오늘날 『알마티 주 고려 민족문화 연합』
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와 카자흐스탄 민
족회의 알마티 주 지부가 주관하는 모든 지역
및 범국가 행사들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한편 탈듸코르간 시에서는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합창•무용단 「아침노을」이 활동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공훈 문화인
칭호 수상자인 남 G.A.(Нам Г.А.)가 단장으로
있는 본 예술단은 제 8회 공화국 페스티벌에
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까라탈 군 소재의 코쉬카르
바예프 일반학교(«средняя школа им.
Кошкарбаева»)에는 한민족의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갖추어 놓은 학습공
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조리 제틔수(«Зори
Жетысу»)」라는 명칭의 아마추어 예술단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알마티 주 고려 민족문화 연합』은 지
역 규모의 행사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
들도 주관하고 있다. 2012년 5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가 기획한 소
비에트 연방 내 민족들의
강제이주 75주년 추모 국
제 프로젝트인 「빠먀찌 보
이먀 부두쒜보 («Память
во имя будущего», Memory in the name of
the future)」의 일환으로
여러 민족들을 대표하여
카자흐인들에게 감사를 표
하는 의미를 담은 「카작
할크나 믕 알그스(«Қазақ
халқына мың алғыс», 카자흐 민족에게 큰 감사
를)」 명칭의 기념비 제막
식이 까라탈 군 소재 바스토베(Бастобе) 촌
에서 진행되었다.
2013년에는 채소 재배를 목적으로 시행
된 한국 첨단기술 기반의 온실 하우스 단지
구축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
2015년에는 관절 및 척추 질환을 앓는 지
역 주민들에게 무상 진료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의 ‘안세병원’과MOU
를 체결하였다.
2017년에는 우슈토베 시 및 탈듸코르간
시 거주 저소득층 가구들의 주택들을 리모델
링 해주는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한국 건설
회사 ‘FriendAsia’와 체결하였다.
2019년에는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 전략
적 파트너십 구축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행
사가 진행되었다. 카자흐 민족에 대한 크나큰
존중의 표시로 「카작 할크나 믕 알그스」 기
념비의 리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장년층 공동체 「노인단」은 『알마티 주
고려 민족문화 연합』의 각 지부마다 필수적
으로 조직되어 있다. 각 지부 별로 「노인단」
을 이끄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우슈토베 시
지부 – 박 I.P. (Пак И.П.), 탈듸코르간 시 지
부 – 김 A.B. (Ким А.Б.), 쩨껠리 시 지부 – 문
N.N. (Мун Н.Н.), 예스껠듸 군 지부 – 김 B.H.
(Ким Б.Х.), 콕수 군 지부 - 최 B.A (Цой Б.А.).
장년세대를 대표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 원동
에서부터의 강제이주를 직접 경험한 역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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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 – Ким Б.Х. и в Коксуском районе – Цой
Б.А. Все он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живые свидетели исторической депортации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удьбах которых, как в зеркале, отражается история
своего народа и страны.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я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они неустанно
возводят крепкие мосты преемственности
поколений и дружбы.
Общество «Ноин Дан» занимается
оказанием материальной помощи, организацией досуга и культурного отдыха пожилых людей. Организуя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рейские праздники, коллективные выезды на природу, концерты, они привлекают
к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молодых людей,
знакомя их с корейскими национальными
обычаями и традициями.
В Талдыкоргане корейский молодёжный центр «Себек Исыль» был основан в
2002 г. на волне создания региональных
филиалов Молодёж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МДК) по всей республике.
Председателем молодёжного центра стал
Тигай Евгений. В молодёжный корейский
центр Талдыкорг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входят
активисты из разных городов региона.
Активисты центра воплощают в жизнь
все его идеи и замыслы. В центре ребята
учатся чувствовать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п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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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ученное дело, работать в
одной команде, что делает их
дисциплинированными и целеустремленными.
Молодёжный центр разделен на блоки: центр культуры, центр школьников,
спорт-центр, информационно-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студенческий клуб. Основные
усилия молодые активисты
прилагают к изучению языков, руководствуясь задачами, которые ставит перед
молодёжью Лидер нации Назарбаев Н.А. Поэтому обучение языкам в
молодёжном движении поставлено во главу угла.
Также на счету у «Молодёжки» много добрых дел, совершённых для пользы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общества, где фактически стерто понятие «нация», а торжествует понятие «казахстанец». Это понятие,
которое центр стремится укрепить в молодых сердцах посредством проведения всевозможных молодёжных «миксов», имеет
огромную важность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мира,
дружбы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гласия в нашем общем доме. Свою ставку МДК всегда
делает на школьную молодёжь. Именно
она постоянно пополняет ряды активистов
молодёжного движения, принимая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
конкурсах, проводимых по линиям АКК и
АНК Алмат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ится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конкурс школьников «Юный лидер», который стимулирует учащихся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
Также центр проводит отбор кандидатов
на получение стипенди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азахстане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Кахак». Участвуя в различных проектах, молодёжь становится более
коммуникабельной и уверенной в себ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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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증인들인 바, 자
신들의 운명을 통해
고려인들이 지나온
삶의 여정을 마치 거
울처럼 비추어 내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오늘날에도 적극적
인 공동체 활동을 통
해 다음 세대로의 민
족적 가치 계승과 친
교 형성에 견고한 징
검다리 역할을 왕성
히 해 내고 있다.
「노인단」은 장
년층을 위한 물적 지
원 활동을 하고 있으
며, 이들을 위해 여가 및 문화 활동도 조직하
고 있다. 또한 전통명절 축제, 단체 야유회, 콘
서트 등을 기획하여 일반 젊은 세대의 관심
을 유도함으로서 한민족의 전통과 풍습에 대
한 지식을 학습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
고 있다.
2002년 카자흐스탄 내에서 전국적으로
고려인 청년협회의 지부들이 앞다투어 생겨
나기 시작하던 시기, 탈듸코르간 시에서는 청
년회 「새벽이슬」이 창립되었다. 청년회장은
지가이 예브계니(Тигай Евгений)가 맡았다.
탈듸코르간 지역 청년회에는 본 지역 내 여
러 도시들 출신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회의 열성 활동원들은 본 센터에서 생겨
나는 모든 아이디어들과 계획들을 실현시키
는 이들이다. 「새벽이슬」에서 이들은 자신들
이 맡는 임무를 통해 책임감과 단합력의 중요
성에 대해 배우게 되며, 이를 통해 자기관리
능력과 목표의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가
고 있다.
「새벽이슬」은 문화 센터, 학생 센터, 스포
츠 센터, 정보분석 센터, 대학생 클럽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청년회는 언어 구사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젊은세대를 향한 나자르바
예프 국가 수장의 메시지를 지침방향으로 삼
아 언어들의 학습을 단체의 최우선 과제로 설
정하고 이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새벽이슬」은 다민족 사회의 공익
을 위해 많은 선행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청년 세대에게 '민족'이라는 개
념 대신 '카자흐스탄인'이라는 개념을 심어주
는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청년회는 다
양한 민족 출신의 젊은이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궁극적
인 평화, 친선, 그리고 사회적 화합을 모두의
고향집과도 같은 카자흐스탄 안에서 이룩하
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고려
인 청년협회는 특히 학생들에게 큰 기대와 투
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바로 이 학생들이 청
년운동의 선봉대 자리를 채우고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와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알마티
주 지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들과 경연대
회들에 참여하게 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매
년 개최되는 전국 학생 경연대회 「유늬 리제
르(«Юный лидер, – 청소년 리더»)」는 일반
학교 학생들을 고무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
다. 또한 본 청년회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
회,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과학기
술협회 「과학」 등이 수여하는 장학금을 받
을 수 있는 후보자들을 선발하고 있다. 이렇
듯 오늘날 「새벽이슬」의 청년들과 청소년들
은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참여함으로서 사회
성 및 자신감을 향상과 더불어 자아실현을 향
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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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ТХОНЬИЛЬ АТЫРАУ»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Атырауской области – около 3000 человек.
У истоков образования Гурьев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стояли известные в стране люди: Заслуженный строитель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Тен Алексей;
полевод, кавалер ордена «Трудового Красного Знамени» и ордена «Знак Почёта»
Огай Но-Ок; академик, доктор технических
наук Пак Иван.
Первы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стал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Гурьевск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Ким Надежда Константиновна, которая
сумела организовать корейцев, создала
совет из наиболее активных его членов,
побывала впервые в составе делегации
в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е. Корейский
центр под её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инимал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о всех городских и област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став очагом культуры, языка, традиций.
В 1996 г.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была
избрана Утебаева (Цой) Мария Николаевна, кавалер ордена «Достык» II степени,
которая внесла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стано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
Прикаспии. Под её руководством центр
был в первых рядах среди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и принимал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о всех общественных и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области. Она сумела объединить и привлечь активистов,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были старши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Гурьевского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ого техникума Цой С., главный механик Атырауского
нефте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го завода Югай Э.,
преподаватели Хан Л. и Хегай Г., директор
швейного цеха «Ботагоз» Ли М., а также
Пак Н., Кан Е., Ногай Л., Нам Л., Цой М., Ню
А., Ли С., Ким С. и д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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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 2010 г. центр переименован в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Тхоньиль-Атырау». На общем собрани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ЭКО был избран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Пак В.И.
Владимир Иванович душой проникся
делами объединения и высоко поднял авторитет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не только в регионе, но и в республике. Ответственный,
отзывчивый, он быстро сплотил вокруг
себя членов правления. Коллектив под его
руководством начал активно работать с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и областной Ассамблеей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со все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бъединениями региона, с местными исполнительными органами, с учебными заведения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культуры
и бизнеса, не замыкаясь внутри этноса.
Благодаря слаженной работе совета
старейшин, правления, совета матерей и
молодёжного крыла получили широкую
известность за пределами области хор
старейшин «Саранг», группы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и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ов, «Самульнори-Атырау», танцев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K POP группы.
Ежегодно с большим успехом проходят в Атырау дн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торжествах, посвящённых 20 летию и
25 летию филиала,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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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민족문화 사회연합 『통일-아트라우』
오늘날 아트라우 주에 거주하는 고려인
들의 수는 약 3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구
리예프(현 아트라우 주 및 시의 옛명칭) 주
고려인 문화센터(Гурьевский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의 탄생 배경에는 당
시 범국가적인 유명인사였던 이들의 활약
이 있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공훈 건축가
정 알롁셰이와 「붉은노동깃발 훈장(Орден
Трудового Красного Знамени)」 및 「명예
의 배지 훈장(Орден «Знак Почёта»)」 수상
농사 지도원 오가이 노옥(Огай Но-Ок), 학술
위원이자 공학박사 박 이반(Пак Иван)이 그
주인공들이다.
고려인 문화센터의 초대 회장직에는 구
리예프 사범대학교 교사 김 나제즈다 꼰스탄
찌노브나 (Ким Надежда Константиновна)
가 선출되었다. 그녀는 본 단체의 창설을 위
한 고려인들의 통솔에 큰 역할을 하였고 가장
적극적인 회원들로 이루어진 임원회를 구성
하였다. 또한 그녀는 이후 최초로 북한 및 한
국 방문을 한 사절단의 일원으로도 활동하였
다. 김 나제즈다 회장의 지휘 아래 본 고려인
센터는 모든 시 및 지역 행사들에 활발히 참
여하며 문화, 언어, 전통의 보금자리로서 자
리를 잡아갔다.
1996년 본 민족문화 센터의 회장으
로 우쩨바예바 (최) 마리야 니꼴라예브나
(Утебаева (Цой) Мария Николаевна)가 선
출되었다.「도스틕(Достык)」2급 훈장 수상자
이기도 한 그녀는 카스피해 지역 내 고려인
운동의 발전과 확립에 큰 공헌을 하였다. 마

리야 회장의 통솔 하에 본 고려인 문화센터
는 타 민족연합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위치
를 점하였으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
회•문화적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
한 그녀는 구리예프 수산기술대학교 교사 최
S.(Цой С.), 아트라우 정유공장 수석 기술공
유가이 E., 교사 한 L.와 허가이 G., 봉제작업
소 「보타고즈 («Ботагоз»)」 소장 리 M., 그리
고 박 N., 강 E., 노가이 L., 남 L., 최 M., 뉴 A.,
리 S., 김 S. 등의 열성 활동원들을 모아 하나
로 규합하였다.
2010년부터 본 민족문화 센터는 ‘민족문
화 사회연합 『통일-아트라우』’로 정식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와 더불어 새로운 문화 센터의
회장으로 경영인 박 블라지미르 이바노비치
(Пак Владимир Иванович)가 선출되었다.
블라지미르 이바노비치 회장은 『통일-아
트라우』를 열정적으로 이끌며 본 민족문화
센터의 위상을 지역 내에서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그는 또한 특
유의 인간적인 면모와 책임감으로 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역량 있는 임원회 일원들을 끌
어 모았다. 박 블라지미르 회장의 지휘 아래
임원회는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본부 및 아트
라우 주 지부, 지자체, 교육기관들, 문화원 및
사업체들과 활발한 협업을 하며 고려인 문화
센터의 활동범위를 고려인 민족의 테두리에
국한시키지 않고 더욱 더 넓혀갔다.
또한 원로회, 임원회, 어머니회, 청년모임
등의 능률적인 업무와 활동 덕분에 원로 합
창단 「사랑」, 한국어 및 카자흐어 학습 그룹,
합주단 「사물놀이-아트라우」, 여러 댄스팀,
K-POP 그룹 등이 본 지역 뿐만 아니라 나라
전역에서 인지도를 얻기 시작하였다.
매년 아트라우 시에서는 한민족 문화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특히 단
체 창립 20주년 및 25주년 기념 행사에는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
석하였으며, 타 지역 소재 고려인 문화센터들
과 국립 공화국 아카데미 고려인 음악 희극장,
고려일보, 국영방송 「카자흐스탄」 등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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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азахстане,
члены региональных центр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музыкальной
комедии, газеты «Корё ильбо», телеканала «Казахстан».
Не оставил равнодушными
зрителей показ кинофильма
«Жерұйық» по сценарию Сона
Л. казахстанского режиссера Тауекел С. Этот фильм –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еликодушному казахскому народу
от корейского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народов.
Неоценимый вклад внёс в организацию и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Ким Аркадий Васильевич,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УС 99». Ни
одно мероприятие не проходило без его
активного участия. Открытый, искренний,
он всегда старался помочь работ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С 2014 г. председателем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избрана директор ТОО
«Эйэлсиси» Ли Людмила Валентиновна.
Она продолжает работу, начатую предыдущими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Сплочённая, дружная команда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Тхоньиль» реализовала немало проектов, и в планах новые весомые
цели и задачи.
Основные цели работы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Тхоньиль
Атырау»: укрепле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мира и дружбы,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единства и согласия, координац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цев Атырау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возрождению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представление интересов членов объединения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Деятельность ЭОО
строится на принципах добровольности и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укрепления дружбы э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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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осов, соблюдения законов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В 2011 г. в Атырау проводился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конкурс «Наш Казахстан», где в
упорной и интересной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борьбе команда из Атырау заняла I место.
В 2012 г. ученик 10 класса СШ №20 города Атырау Ли Константин занял I место
в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м конкурсе «Юный лидер»,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в г. Караганде.
В 2013 г. на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м фестивале корейской песни «Песня – душа народа»
в г. Алматы Ли Сабина завоевала I место.
В том же 2013 г.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а,
объявленного газетой «Корё ильбо», Атырауский 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был признан
лучшим в республике.
Ежегодно для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выписывается газета «Корё ильбо», традиционно отмечаются День пожилых людей,
Чхусок, Сольналь и другие праздники.
Молодёжное звено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является инициатором проведени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х
акций, брифингов, коучингов и и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2013 г. был проведён первый K-POP
фестиваль по Западному Казахстану. Спонсорами данного масштаб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Победители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денежными
призами и ценными подарками. Были пр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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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또한 본 행사에서는
손 라브렌찌(Сон Лавренти)가 시나리오를
쓴 카자흐스탄 영화감독 타우예껠 S.(Тауекел
С.)의 영화 「줴루이읙(«Жерұйық»)」이 상영
되기도 했다. 이 영화는 과거 강제이주를 당
했던 고려인들과 타 민족들이 카자흐인들에
게 감사를 표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통일-아트라우』의 부회장인 김 아르까지
이 바실리예비치(Ким Аркадий Васильевич)
또한 본 문화센터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존재다. 「Us-99(«УС 99»)」의 대표이사이기
도 한 그는 『통일-아트라우』가 진행하는 모
든 행사들의 기획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
여하였다. 진실되고 개방적인 성품의 소유자
인 그는 항상 고려인 사회운동 활동에 다각적
인 도움을 제공해왔다.
2014년부터 『통일-아트라우』의 회장
직은 유한책임회사 「ALCC («Эйэлсиси»)」
의 사장인 리 류드밀라 발롄찌노브나(Ли
Людмила Валентиновна)가 맡기 시작하였
으며, 이전 회장들이 시작한 일들을 이어받아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
하나의 가치관으로 단합된 『통일-아트라
우』의 동지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들
을 실현시켜 왔으며, 향후 실현될 새로운 중

대한 목표들과 과제들 또한 다수 계획하고 있
다.
『통일-아트라우』의 주요 활동목적은 카
자흐스탄 사회•정치 부문의 안정화에 힘쓰고
평화와 친선 도모, 민족간 화합에 기여하며
아트라우 주 고려인들의 언어 및 문화 부흥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들에서
본 단체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있
다.
또한 ‘민족사회연합’으로서의 본 기관이
수행하는 활동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률
에 기반하여 자발성 및 자주성, 그리고 민족
간 친선 강화를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2011년 아트라우 시에서 개최된 전국 지
능•지식 경연대회 「나쉬 카자흐스탄 («Наш
Казахстан», - 우리의 카자흐스탄)」에서 본
문화센터의 아트라우 팀이 치열한 지식•지능
경쟁 끝에 뛰어난 지적 능력을 발휘하며 1위
를 차지하였다.
2012년에는 아트라우 시 소재 제20번
일반학교 10학년 학생인 리 꼰스딴찐(Ли
Константин)군이 카라간디 시에서 개최된
전국 장학 경연대회 「유늬 리제르(«Юный
лидер, 청소년 리더»)」에서 1위를 수상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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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лашены K-POP группы из Алматы, Актобе, Актау – победители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естивалей.
В 2014 г. в Атырау прошло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е Интеллект шоу «Наш Казахстан»,
где две команды из Кызылорды и Атырау в
течение двух часов блистали своими знаниями. Идейным вдохновителем и организатором выступило Молодё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Задачей проекта было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молодёжи к изучению
языка, традиций и обычаев казахского народа. Ведь каждый должен знать историю,
культуру, традиции земли, на которой вырос. Были даны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е задания
из области истории, географии, политики,
литературы. Подо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развивают у молодых ребят чувство патриотизма
и навыки работы в команде.
В 2016 г. в Атырау прошла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изучению
казах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Конференция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ссамблеей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РГУ «Қоғамдық келісім», региональным ЭОО «Тхоньиль»,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кимата Атырауской области и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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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нференция проходила в формате круглого стола. У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вести открытый диалог не только с теми, кто присутствовал на встрече, но
и посредством онлайн-трансляции.
В 2017 г. провели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ённое 80-летию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Благодатная казахская земля
приняла тысячи переселенцев-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казавшись в казахских
степях, корейцы выстояли. Сегодня они
являются полноправ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Казахстана. Казахские степи стали родными
не только для корейцев, но и для многих
друг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и все они выражают
огромн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казахскому народу.
28 октября 2017 г. в селе Бейбарыс
(бывшее Чкалово) Махамбетского района Атырау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оялся митинг,
предшествующий открытию монумента
памяти 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кому народу. В этом знаковом собы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Ким Дэ Сик, президент
ОЮЛ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Огай Сергей Геннадьевич, академи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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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알마티 시에서 열린 전국 한민
족 노래 페스티벌 「뼤쓰냐 – 두샤 나로다
(«Песня – душа народа», - 민족의 혼 - 노
래)」에서는 리 사비나(Ли Сабина) 양이 1위
를 차지하였다.
또한 같은 해 고려일보가 발표한 전국 고
려인 문화센터들의 순위 집계 결과에서 본 아
트라우 지역 고려인 문화센터가 그중 당당히
최고의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통일-아트라우』에서는 매년 장년 세대
를 위하여 고려일보 신문을 구독•전달하고 있
으며 노인의 날, 추석, 설날을 포함한 다양한
명절 및 기념일들을 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본 단체의 청년회는 자선행사, 코칭, 회
견 등 다수의 행사들을 주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최초의 서카자흐스탄 지역
K-POP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큰 규모로 열
린 본 행사의 후원자들로는 한국 기업들이 나
섰다. 대회 우승자 및 입상자들은 상금 및 여
러가지 상품들을 수상하였으며, 이미 다양한
국내외 경연대회들에서 우승한 바 있는 알
마티, 악토베, 악타우 시 등지에서 활동하는
K-POP 댄스그룹들이 초청받아 공연하였다.
2014년 아트라우 시에서 개최된 전국 지
능•지식 경연대회 「나쉬 카자흐스탄」에서는
크즐오르다와 아트라우 시 팀이 2시간 동안
각자의 지적 능력을 뽐내며 경쟁을 펼치기도
했다.
본 대회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년협회
의 기획 하에 탄생하였다. 민족을 막론하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온 땅의 역사, 문화, 전
통을 아는 것이 순리인 바, 고려인들, 특히 젊
은 세대를 중심으로 카자흐 민족의 언어, 전
통 및 풍습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하는 것이 본 경연대회의 기획 의도이다. 역
사•지리•정치•문학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문
제들이 출제되는 본 대회와 기타 여러 행사
들을 통해 청년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애
국심과 단합력 등을 키워내려는 노력이 이루
어지고 있다.
2016년에는 아트라우 시에서 카자흐
어 및 한국어 학습 컨퍼런스가 개최되었

다. 본 컨퍼런스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와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공영기관 「코감
듹 꼘릐슴 («Қоғамдық келісім» - 사회적 합
의)」, ‘민족문화사회연합 「통일」 지역 지부
(региональное ЭОО «Тхоньиль»)’가 아트
라우 주 행정부 및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후원 하에 주최하였으며, 원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발
언권이 주어져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으며, 온
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해 실 행사에 참가하
지 못한 이들의 원격 참여 또한 이루어졌다.
2017년에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80
주년 기념 행사가 개최되었다. 관대한 카자흐
스탄 땅은 저 멀리 극동에서 이주해 온 수많
은 고려인들을 받아주었다. 카자흐 초원 위에
서 시련을 견디고 버티어 낸 고려인들은 오늘
날 카자흐스탄의 국민으로서 당당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카자흐의 초원들은
비단 고려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민족
들에게도 고향이 되어주었기에 이들 모두가
카자흐 민족에게 크나큰 감사를 표하고 있다.
2017년 10월 28일 아트라우 주 마함볘트
군 소재의 볘이바릐스(Бейбарыс, 구 취깔로
보[Чкалово]) 촌에서 카자흐 민족에게 감사
를 표하는 기념비의 준공식을 위한 회견이 이
루어졌다. 이 중대한 행사는 김대식 주카자흐
스탄 대한민국 대사와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
회장 오가이 셰르계이 겐나지예비치, 과학기
술 공훈 박사 박 이반 찌모페예비치, 수리과학
준박사이자 「노인단」 회장인 박 알롁셰이 찌
모페예비치, 역사학 박사 및 교수 강 게오르기
바실리예비치, 마함볘트 군청 및 지역 고려인
연합 관계자들, 볘이바릐스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감사 기념비 준공식 이후
참석자 일행은 주 행정부 본관으로 이동하여
노가예프 N.A.(Ногаев Н.А.) 아트라우 주지사
와 만남을 가졌으며, 이후 주립 극장에서 고
려인 원로들이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
관과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가 수여하는 감
사장 및 ‘민족문화사회연합 「통일」’이 전달하
는 기념선물을 받는 행사가 이어졌다.
2018년 10월 민족문화 사회연합 『통일』
은 「루하니 좡그루 («Рухани жаңғыру»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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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офессор, доктор технических наук Пак
Иван Тимофеевич, кандидат математических наук,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а «Ноиндан» Пак Алексей Тимофеевич, профессор,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Кан Георгий Васильевич,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кимата Махамбетского района,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и жители села Бейбарыс.
После открытия мемориала делегация отправилась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где гостей
принял аким Атырауской области Ногаев
Н.А.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м собрании в областном драматическом театр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от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
также памятными подарками от ЭОО «Тхоньиль».
В октябре 2018 г.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Тхоньиль» реализовало проект по программе «Рухани
жаңғыру» –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ую конференцию «TheTopofsuccess – трансформация идей».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спикеры из
Москвы, Алматы, Астаны. Конференция
завершилась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ой с
участием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ЭОО
«Тхоньиль» и сюрпризом от театра теней
учащихся НИШ, а гвоздем программы стала заводная Zumba от Ли Александра, которую подхватил весь за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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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октябре 2019 г. был реализован проект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овместно с Посо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Фестиваль проводился на площадке Назарбаев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школы,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50 человек и 300 зрителей.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яркие презентации, интересные проекты; участники пели, читали
стихотворе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хорошие знания культуры,
истории и традиций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са. И,
конечно же, никто не остался без подарков
и призов.
Доброй традицией стало проводить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е акции, помогать многодетным матерям, детям-сиротам, инвалидам и не забывать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и
молодёжь.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многих мероприятий ста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проведению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обрядов,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блюд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и,
по игре на самульнори, по традиционным
танцам и обязательный их показ во время
дне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Атырау.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Тхоньиль» стало очагом сохран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развития самобытной
духовности, инициатором проведения
многих мероприятий.
Но время требует перемен и воплощения новых задач. Необходимо усилить работу на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поле, тесно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с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с Ассамблеей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со всеми этнокультурными объединениями с эффективной обратной связью,
развивать Networking,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работу бизнес-клубов.
Вся работа основана на уважении и
толерантности, нацелена на укрепление
мира и единства, процветания и светлого
будущего нашего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азахстан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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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부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컨퍼런스
「The Top of success – transformation of
ideas」를 주최하였다. 모스크바, 알마티, 아
스타나에서 초청된 연설자들이 참여하였으
며 행사의 마지막은 『통일』의 예술 공연단과
「NIS(Nazarbayev Intellectual Schools)」 재학
생들로 이루어진 그림자 극단 등이 출연한 콘
서트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으며, 특히 리 알롁
산드르(Ли Александр)가 선보인 흥겨운 줌
바 춤 공연이 관객들로부터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2019년 10월 「한국어 축제(«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가 주카자흐스탄 대한
민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주최되었다. 본 행사
는 「NIS(Nazarbayev Intellectual Schools)」에
서 진행되었으며 50명 이상의 대회 참가자와
300명 이상의 관객들이 모였다. 다양하고 화
려한 발표들과 노래들, 시 낭송 등이 한국어
로 이루어졌고 참가자들은 저마다 한민족의
문화, 역사, 전통에 대한 지식을 뽐냈으며 많
은 기념 선물들과 상품들이 주어졌다.
오늘날 자선행사들을 통해 많은 자녀를
둔 편부모, 고아, 장애인, 노인 및 청소년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보살피는 활동
은 본 고려인 연합의 정겨운 전통으로 자리잡
은 바 있다.

한민족 전통 행사, 한식요리, 사물놀이 연
주, 전통 춤 등의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거
나 아트라우 한민족 문화의 날과 같은 행사들
에서 선보이는 활동 또한 아트라우 고려인 문
화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민족문화 연합 『통일』은 민족 문
화의 보존과 고유한 민족 정신의 발전이 이루
어지는 고려인들의 보금자리이며, 다양한 행
사들을 주도적으로 실현시키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다만 시간은 흐르며 새로운 시대적 변화
와 새로운 과제들의 실현을 요구한다. 그렇기
에 앞으로도 본 단체는 정보 습득 체계를 강
화하고 효율적인 피드백을 기반으로 카자흐
스탄 고려인 협회,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및 모
든 민족문화 연합들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더불어 카자흐스탄 고려
인 협회 내에 형성되어 있는 ‘Networking’ 시
스템과 ‘비즈니스 클럽’을 발전 및 활성화시
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민족문화 연합의 모든 업무와 활동
은 존중과 관용에 뿌리를 두며, 다양한 민
족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카자흐스탄의 밝은
미래와 번영, 평화와 단합의 강화를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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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ВОСТОЧНО-КАЗАХ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
25 декабря 1990 г. в Усть-Каменогорске
состоялось учредительное собрание, на
котором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создани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Восточно-Казах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 (АКВКО). Несмотря
на юридическую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эта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всегда позиционировала себя как часть структуры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и руководствовалась планами
её работ.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внесли
председатели филиала.
Организатором и первым президентом АКВКО стал кандидат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наук, доцент, общественный деятель Кан Никифор Сергеевич (с 1990 г. по
2003 г.). Никифор Сергеевич награждён
медалью «За освоение целинных земель»,
золотой медалью «Бірлік»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серебряной и бронзовой
медалями ВДНХ, почётными грамотами.
В 2003 г. его сменил Ан Евгений Алексеевич, занимавший на тот момент пост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Союза 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Евгений
Алексеевич награждён медалью к 20 летию независимости РК, орденом Республ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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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и Корея за вклад в укрепл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юбилейной медалью к 80 летию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имеет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и почётные грамоты Президента РК и президента Фонда «Бөбек».
В 2004 г. председателем Восточно-Казахстанского филиала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стал директор ТОО «Предприятие КС»
Ли Алексей Михайлович.
С 2014 г. Ассоциацию корейцев Восточного Казахстана возглавляет Кунст (Кан)
Юлия Вячеславовна, член Совета матерей
и Клуба меценатов, член попечительского
совета казахстанско-корейского колледжа
«Квансон»,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Внося весомый вклад в реализац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этнополитики, Юлия Вячеславовна имеет
много высоких наград от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областного Дома дружбы,
удостоена почётной грамоты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в честь 25 лет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АКВКО в 90 х гг. в Восточно-Казахста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на кафедре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было открыто отделение англо-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2004 г. создана казахстанско-корейска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школа «Квансон» (ныне казахстанско-корейский колледж
«Квансон»), где обучаются дети-сироты из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х семей.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колледж «Квансон» являетс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им
центром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ы
Кореи. Планируется преобразование колледжа в современное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мир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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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동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협회

1990년 12월 25일 우스찌-까메노고르스
크(Усть-Каменогорск) 시에서 개최된 창립
회의를 통해 『동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협회
(«АКВКО»)』가 탄생하였다. 이렇게 탄생한 본
단체는 처음부터 단독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카자흐스탄
고려인 공화국 협회」 조직의 일부로서 스스
로의 위치를 구축하고 협회의 지침 방향을 따
라왔다. 『동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협회』의 발
전은 역대 협회장들의 크고 지속적인 공헌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동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협회』를 조직
하고 초대 협회장직(1995-2003)을 맡은 이는
농업과학 준박사 및 부교수 겸임 사회 활동가
인 강 니키포르 셰르계예비치(Кан Никифор
Сергеевич)였다. 그는 ‘미개간지를 개척하고
일구어낸 공로’로 국가메달을 수상하였으며,
카자흐스탄 민족회의로부터 「브를릑(Бірлік,
- 단합)」 금메달을, VDNKh로부터 은•동메달
을, 그리고 다수의 표창장들을 수상한 바 있
다.
2003년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산업가
및 기업가 연합(«Союз 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의 임원회 회장직을 맡고 있
던 안 예브계니 알롁셰예비치(Ан Евгений

Алексеевич)가 『동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협회』의 협회장직을
이어받았다. 예브계니 알롁셰예
비치 협회장은 카자흐스탄 공화
국 독립 20주년 기념 메달, 알파
라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건
립 80주년 기념 메달을 수상하
였으며, 이밖에 카자흐스탄-한
국 간 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정부 수여 훈장
과 카자흐스탄 대통령 및 「뷔벡
(«Бөбек»)」 재단 이사장 수여 훈
장 및 감사장 등을 받았다.
2004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동카자흐스탄 지부 (『동
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협회』)의 새로운 협
회장으로 유한책임회사 「Predpriyatiye KS
(«Предприятие КС»)」의 사장 리 알롁셰이
미하일로비치(Ли Алексей Михайлович)가
선출되었다.
2014년부터는 본 협회의 지휘를 쿤스
트 (강) 율리야 뱌체슬라보브나(Кунст (Кан)
Юлия Вячеславовна)가 수행하고 있다. 그
녀는 어머니회 및 후원회 클럽의 회원이자 카
자흐스탄-한국 전문대학교 「Kvanson」 후원
회의 일원이며 기업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국
가의 민족정책 구축 및 시행에 큰 공헌을 한
장본인인 율리야 협회장은 카자흐스탄 민족
회의,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돔 드루쥐븨
지역 지부 등으로부터 많은 상을 받았으며 카
자흐스탄 공화국 독립 25주년 기념 대통령 표
창장 또한 수상하였다.
1990년대에는 『동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협회』의 조력을 통해 동카자흐스탄 국립 대
학교 외국어학부에 영어-한국어 학과가 개설
된 바 있다.
2004년에는 고아 및 저소득층 결손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카자흐스탄-한국 전문학교
(현재는 전문대학교) 「Kvanson」이 설립되었
다. 오늘날 「Kvanson」 전문대학교는 한국어
및 한민족 역사와 문화를 학습하는 연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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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ого уровня на основ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артнёрства. Подготовка специалист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новационных методов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укреплению и развитию деловых и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2013 г. построен Корейский дом в этнодеревне города Усть-Каменогорска.
В 2015 г. АКВКО и казахстанско-корейский колледж «Квансон» организовали
молодёжны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Канвон»
на базе колледжа, в котором функционируют: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ансамбль
«Самульнори», кулинарные курсы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и кухни народов мира, курс
«Скорочтение и улучшение памяти»,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самодеятельность (ансамбль
«Торади» и хор «Инсаноре»).

Молодёжное движение – это будущее,
поэтому актив Ассоциации уделяет огромное внимание вопросам преемственности
поколений, вовлечению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в обществе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том
числе привлекает к участию в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рейских праздниках, таких как Чхусок, Хансик, Сольналь. Для выполнения
задач, поставленных Председателем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Назарбаевым
Н.А., ведётся работа по сохранению национальных традиций и обычаев.

112

Пр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Восточного Казахстана существует общество «Ноин
Дан», членами которого являются пожилые люди, пользующиеся уважением и
почтение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совета старейшин является Виктор Иванович Ким.
Ветераны коре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передают
национальные традиции и обычаи подрастающему поколению, воспитывая молодёжь в духе 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патриотизма. В актив общества входят: Хван Алла
Семёновна, Ким Вера Чергоновна, Цой
Эльза Юрьевна, Ли Марита Анатольевна,
Ким Владимир Кинамович, Пак Ася и многие др.
Среди активистов коре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осточно-Казах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 хочется выделить следующих членов Ассоциации: Хан Галина
Октябревна, преподаватель-лингвист, состоит в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Восточного Казахстана с первых дней, выступает
в хоре «Инсаноре» и
Усть-Каменогорском
вокальном ансамбле
«Торади»; Ким Лилия
Гибоевна,
ветерангеолог, стояла у истоков создания Восточно-Казахстанского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Цой Лариса Владимировна, участница вокального
ансамбля «Торади»,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т в
патриотическом воспитании молодёжи,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аздниках, мероприятиях
областного Дома дружбы; Ан Лариса Вениаминовн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постоянно оказывает материально-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Восточного Казахстана, в 2013 г. получила звание
Почётного Посла госпиталя «Кангнам Северанс» университета Енсе города Сеул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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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로 기능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본 학교를
국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국제적
수준의 첨단 교육기관으로 변모시킬 계획이
세워져 있다. 혁신적 방법을 적용한 전문가들
의 양성을 통해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대한민
국 간 비즈니스 및 문화적 교류의 발전과 강
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3년에는 우스찌-까메노고르스크 시에
위치한 민속촌에 「까레이스키 돔(Корейский
дом, - 고려인의 집)」이 완공되었다.
2015년 『동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협회』
와 카자흐스탄-한국 전문대학교 「Kvanson」
이 합작으로 본 전문대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문화센터 「강원」을 설립하였다. 본 문화센터
에는 한국어 강좌, 합주단 「사물놀이」, 한식
및 세계민족 요리강좌, 속독•암기력 향상 강
좌, 아마추어 예술활동단 (중창단 「도라지」,
합창단 「인사노래」) 등이 기능하고 있다.
청년운동은 곧 사회•공동체의 미래이기
에 본 협회는 다음 고려인 세대의 양육에 지
대한 관심을 쏟고 있으며, 어린이 및 청소년
층이 고려인 공동체 활동 참여에 관심을 가
질 수 있도록 추석, 한식, 설날 등의 전통명절
행사에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 내 민족들의
전통 및 풍습을 보존하도록 지시한 나자르바
예프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의장의 지침을 실
현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동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협회』에
는 존경받는 원로 회원들로 구성된 공동체 「

노인단」이 기능하고 있다. 원로
회의 회장은 김 빅토르 이바노
비치(Ким Виктор Иванович)이
다. 고려인 운동의 베테랑들인 이
들은 고려인 민족 전통과 풍습
을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계
승하여줌과 더불어 카자흐스탄
인으로서의 애국정신을 바탕으
로 청년들을 훈육하여 키워내고
있다. 현재 원로회의 일원들로는
황 알라 세묘노브나(Хван Алла
Семеновна), 김 볘라 체르고노
브나(Ким Вера Чергоновна),
최 엘자 유리예브나(Цой Эльза
Юрьевна), 리 마리따 아나똘리예브나(Ли
Марита Анатольевна), 김 블라지미르 끼나
모비치(Ким Владимир Кинамович), 박 아
씨아(Пак Ася) 외 다수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동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운동에 참
여하는 열성 활동원들 중 특별한 기여를 한
이들로 다음의 인물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교
사이자 언어학자, 동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의 창단 회원이며 합창단 「인사노래」와 중창
단 「도라지」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한 갈리
나 옥짜브례브나(Хан Галина Октябревна);
저명한 지질학자이며 동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창단 회원인 김 릴리야 기보예브나(Ким
Лилия Гибоевна); 중창단 「도라지」의 일원
이며 청년세대의 애국교육 활동과 민족명절
및 '돔 드루쥐븨(친선회관)' 주최 행사들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최 라리사 블라지미
로브나(Цой Лариса Владимировна); 기업
가로 활동하며 동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물적•재정적 지원을 해오고
있는 안 라리사 베니아미노브나(Ан Лариса
Вениаминовна)는 2013년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병원 명예대사 칭호를 수상하기도
하였다.
『동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협회』는 오늘
날 주 및 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본 협회의
지휘 하에 한국 대학교들에서의 이중학위 과
정 수강을 위한 한국어 예비과정, 한국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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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ссоциация принимае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города и
области.
Под эгидой АКВКО реализуются разнообразные проекты: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ыпускники которого проходят стажировку в университетах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двудиплом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совместно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партнёрами организовываются обучающие курсы и стажировка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х центров Усть-Каменогорска и Семея.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них лет в УстьКаменогорске с большим размахом прошли такие круп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как празднование 570 й годовщины корейского
алфавита «Хангыль», 25 летие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и областной Ассоциаций корейцев, встречи с Посл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80 летие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е акции для пожилых и малоимущи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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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раждан, сирот и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В 2018 г. в Семее был открыт филиал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Восточно-Казах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целью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регион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е городское корейско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торое подчинялось напрямую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АКК, было открыто в Семипалатинске ещё в 1995 г. Перв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Цой Борис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приложил немало усилий, чтобы объединить
людей в сообщество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и активистов. Эту работу продолжила Ким
Надежда Хеоновна, которая организовала
корейский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й ансамбль
«Котнаби» («Бабочки»), действующий до
сих пор на базе городского Дворца культуры. Св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объединения
внесла Цой Светлана Николаевна, которая
позже уехала в Алматы. Четвёртый по счету руководитель филиала, Ким Леонид Владимирович, возглавивший объединение в
2004 г., также сделал много значимого
для местных корейцев. С созданием
филиала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Восточного Казахстана у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Семея появилось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участия в областных
и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народных праздниках, встречах, что стало хороше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интересных инициатив и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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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들과의 협력을 통한 우스찌-까메노고르스
크 및 세메이 시 소재 재활센터 의료직원 대
상 교육 및 실습과정 개설 등 다양한 프로젝
트들이 실현 중에 있다.
지난 몇년간 우스찌-까메노고르크 시에
서는 한글창제 570주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창립 25주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80주년 등의 기념행사들과 주카자흐스탄 대
한민국 대사 접견, 노인•저소득층 가구•고아
및 장애인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행사 등 많
은 큰 규모의 행사들이 대대적으로 치뤄진 바
있다.
2018년에는 세메이(Семей) 시에 지역 내
고려인들의 단합을 목적으로 한 「동카자흐스
탄 주 고려인 협회 지부」가 활동을 개시하
였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공화국 협회의 직
속 하위기관으로서 활동하던 세메이 시 소
재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은 이미 1995년 창

립되었던 바 있다. 당시 단체의 초대 회장직
을 맡았던 최 보리스 꼰스딴찌노비치(Цой
Борис Константинович)는 본 지역의 고려
인들을 통솔하여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열
성 활동원들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
하는 작업에 큰 노력을 쏟았다. 이러한 노력
을 계승하여 이어간 이는 김 나제쥐다 혜오노
브나(Ким Надежда Хеоновна)로, 그녀는 오
늘날까지도 시립 문화궁전을 기반으로 활동
하고 있는 전통 무용단「꽃나비」를 창단하기
도 하였다. 최 스베틀라나 니꼴라예브나(Цой
Светлана Николаевна) 또한 지도자로서 본
단체의 발전에 족적을 남겼으며, 임기 이후
그녀는 알마티로 이주하였다. 2004년 본 고
려인 민족문화 연합의 4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 레오니드 블라지미로비치(Ким Леонид
Владимирович) 또한 지역 고려인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다. 이후 본 단체가 「동카자
흐스탄 주 고려인 협
회 지부」로 재출범함
으로서 세메이 시의
고려인들은 다양한
지역 및 범국가 문화
행사들과 민족명절,
각종 동포 모임들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를 통해 민족활동에
대한 새로운 착상과
민족문화 발전의 기
회를 더욱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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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ЖАМБЫЛСКОЙ ОБЛАСТИ «КОРЁ»
27 января 1990 г. в Джамбуле (ныне
Тараз) состоялась учредитель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на которой присутствовало свыше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Были приняты устав и
программа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города, избраны правление и президиум.
Президентом организации стала кандидат
химических наук, преподаватель Хан Октябрина Харитоновна.
При правлении центра был учреждён
ряд отдел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молодёжный, спортивный, совет ветеранов и др. В работе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основ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лось вопросам возрождения родного языка, этн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родных
традиций и обрядов,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В августе 1994 г.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обрёл областной статус
и был официаль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под
названием «Корё».
В августе 1997 г. новым руководителем
областной корей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тал
Хон Г.С., а с ноября 1998 г. ее возглавила
Мун З.Н.
В июне 1999 г. параллельно с «Корейским культурным центром Жамбылской
области «Корё» был образован 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Таразский филиал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торого стал Кан Лаврентий Анатольевич.
Филиал заметно проявил себя в общественно-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города и области.
При нём действовал молодёжный
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ставший одним из
самых активных среди корейских молодёж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2001 г. он был
переименован в «Хваран» – молодё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города Тараза.
При Таразском филиале АКК действовали танцев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Арира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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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ружки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самодеятельности, была
открыта этнографическая музейная экспозиция. В числе ветеранов и активистов филиала, а также других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города Тараза – Пак А.И., Ким В.А., Ли
А.С., Ли А.П., Пак А.Г., Хегай С.М., Мун В.К.,
Ким В.И., Ни А.И., Огай В.М. и др.
В июне 2003 г. произошло объединение Таразского филиала АКК с культурным центром «Корё» и образование на их
баз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Жамбылской области
«Корё», президентом которой был избран
Кан Лаврентий Анатольевич.
Корейское этнообъединение Жамбылской области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самых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и актив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егиона. Ассоциация
уделяе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развитию
международ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Областн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принимае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оводимых
Ассамблей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и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городской и област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В Тараз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иглашали
с гастролями артистов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журналистов газеты «Корё ильбо», учёных-кореевед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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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회연합 ‘잠블 주 고려인 협회 『고려』’

1990년 1월 27일 잠불(Джамбул, 현 타
라즈[Тараз]) 시에서 1천 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잠불 시 고려인 문화센터의 정관 및 프로그램
이 수립•채택되고 임원회 및 간부회가 발족
되었다. 본 단체의 회장으로는 화학 준박사이
며 교사인 한 옥짜브리나 하리또노브나(Хан
Октябрина Харитоновна)가 선출되었다.
또한 본 고려인 문화센터에는 한국어부,
문화 및 예술부, 청년부, 체육부, 원로회 등 다
수의 하위조직이 만들어졌다. 본 단체의 활동
업무 중 대부분의 초점은 민족 언어, 문화, 전
통 및 풍습의 부흥과 젊은 세대의 교육에 맞
춰졌다. 1994년 8월 잠불 시 고려 문화센터는
주(州) 관할 문화센터로 승격되었으며 기관의
명칭을 『고려』로 등록하였다.
1997년 8월 『고려』의 새로운 협회장으로
홍 G.S.(Хон Г.С.)가 부임하였으며, 1998년 11
월부터는 문 Z.N.(Мун З.Н.)이 그 자리를 이
어받았다.
1999년 6월 기존의 ‘잠블 주 고려
인 문화센터 『고려』’와 별개의 단체로
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타라즈 시
지부(«Таразский
филиал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가 설립•등록되었
다. 본 단체의 수장으로는 강 라브렌찌 아나
똘리예비치 (Кан Лаврентий Анатольевич)
가 선출되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타
라즈 시 지부」는 타라즈 시와 잠블 주 내에

서 괄목할만한 사회•문화 활동을 수행하
였다. 특히 본 지부에는 지역청년회가 조
직되었으며, 이는 이후 국내 고려인 청년
연합들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
는 단체가 되었다. 2001년 본 청년회는 ‘
타라즈 시 청년협회 「화랑」’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타라즈 시
지부」에는 무용단 「아리랑」과 한국어 학
습반, 아마추어 예술활동부 등이 결성되
어 활동하였으며 민속 박물관도 개관하
였다. 본 지부와 타라즈 시 소재 타 고려
인 단체들의 원로들과 열성 활동원들 중 대표
적 인물들로는 박 A.I.(Пак А.И.), 김 V.A.(Ким
В.А.), 리 A.S.(Ли А.С.), 리 A.P.(Ли А.П.), 박
A.G.(Пак А.Г.), 허가이 S.M.(Хегай С.М.), 문
V.K.(Мун В.К.), 김 V.I.(Ким В.И.), 니 A.I.(Ни
А.И.), 오가이 V.M.(Огай В.М.) 등이 있다.
2003년 6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
회 타라즈 시 지부」와 문화센터 「고려」 가
하나로 통합되며 ‘잠블 주 고려인 협회 『고
려』(«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Жамбылской
области «Корё»)’가 출범하였다. 협회장직에
는 강 라브렌찌 아나똘리예비치가 선출되었
다.
오늘날 본 잠블 주 고려인 민족연합은 지
역 내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들 중 하나이다.
또한 본 단체는 경제 및 문화 부문에서 국제
교류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잠블 주 고려인 협회 『고려』는 카자흐스
탄 민족회의 및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타
라즈 시 및 잠블 주 행정기관들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
다. 타라즈 시에서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 고
려극장 예술단의 초청 공연과 고려일보 기자
및 한민족 역사학자 등 전문가들과의 접견 등
이 이루어진 바 있다.
2017년 잠블 주에서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80주년 기념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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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2017 г. в Жамбыл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алось 80 летие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Торжество стало символом
плодотворной дружбы не только с казахским народом, но и со всеми этносами,
проживающими в республике. Инициатором и организатором широкомасштабных торже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тало
ОО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Жамбылской
области «Корё» во главе с Каном Л.А. На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почётные
гости: депутат Мажилиса Парламента РК
Ким Р.У., президент ОЮЛ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Огай С.Г.,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Корёильбо» Ким К.С.,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сех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области. Кроме того,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организаторов город Тараз посетил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г-н Ким
Дэ Сик. Мероприятия завершились церемонией награждения выдающих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региона и грандиозным
гала-концертом с участием артис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музыкальной
комедии.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корейцы Тараза и районных центров обла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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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мае 2018 г. в Таразе в кинотеатре
«Астана Park» состоялись первые показы
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ов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в Казахстан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Корейским культурным центром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Жамбылской области.
В том же году прошла встреча старейшин и молодёжи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Жамбыл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обсуждению
вопросов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ы, традиций
и обычаев. В областном Доме дружбы
собр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ё», старейшины и молодёжь, члены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области,
журналисты.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стречи выступили ОО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Жамбылской области «Корё» и КГУ «Қоғамдық
келісім» аппарата акима Жамбыл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живающие в Казахстане корейцы
отдают дань памяти и уважения тем людям, которые претерпели лишения и страдания депортации, но сумели сохранить
национальную самобытность и передать
молодому поколению национальный дух,
культуру, обычаи и традиции. В этнообъединении корейцев Жамылской области
бережно хранят данные обо всех выдающихся личностях, внёсших
существен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Это Ян Чун
Сик, Пак Николай Романович, Ни Афанасий Илларионович, Мун Капитолина
Ивановна, Пак Афанасий,
Тян Геннадий, Цой Феликс
и многие др.
Среди местных корейцев м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бизнесмены, прогрессивная молодёжь. Именно в
таком составе корейско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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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 카자흐 민족 간의 친교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서 살아가는 다른 모든 민족들
과의 친선을 상징하는 행사가 되었다. 이 대
형 행사의 주관 및 개최는 강 라브렌찌 협회
장이 이끄는 사회연합 ‘잠블 주 고려인 협회 『
고려』’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하원 의
원 김 로만 우혀노비치와 법인연합 「카자흐
스탄 고려인 협회」의 협회장 오가이 셰르계
이 겐나지예비치, 「고려일보」 수석 편집장 김
꼰스딴찐 스따니슬라보비치, 그리고 지역 소
재 모든 민족문화 센터들의 관계자들이 참가
하였다. 특히 주최 측의 초청으로 김대식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가 참석하기도 하
였다. 타라즈 시 및 잠
블 주 여러 주요 도시
들에서 온 고려인 주민
들의 관람 속에 진행된
본 행사는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고려인 원로
들을 위한 상장 수여식
과 「국립 공화국 아카
데미 고려인 음악 희극
장」 소속 예술단이 무
대를 꾸민 성대한 갈라
콘서트로 막을 내렸다.
2018년 5월 타
라즈 시 소재 영화관
「Astana Park」에서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산하 한국교육원의 주관과 잠블 주 고
려인협회의 지원 하에 개최된 「한국 영화제」
의 일환으로 첫 영화 상영회가 열렸다.
같은 해 잠블 주의 고려인 원로들과 청
년층 간에 모임의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이
들 사이에서 역사•문화•전통 및 풍습에 대한
다양한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또한 「돔 드루
쥐븨(친선회관)」 지역 지부에서는 『고려』 협
회의 관계자들과 원로들, 청년들, 지역 민족
문화 단체들의 회원들, 기자들의 모임이 개
최되었다. 이 자리는 사회연합 ‘잠블 주 고려
인 협회 『고려』’와 공영기관 「코감듹 꼘릐슴(
사회적 합의)」 의 잠블
주 분회가 공동 주최하
였다.
오늘날 카자흐스
탄의 고려인들은 지난
날 강제이주로 말미암
은 고통을 견뎌내고 민
족 정체성을 끝내 수호
하여 다음의 젊은 세대
들에게 민족의 혼, 문
화, 전통과 풍습을 계
승하여 준 이들에게 경
의와 존경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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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ественное движение причастно к масштабным преобразованиям в стране, к
модернизаци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знания в
Казахстане, о котором говорит Лидер нации Назарбаев Н.А.
Кан Лаврентий Анатольевич является
кавалером ордена «Құрмет», членом Евразийского союза полиграфистов Респ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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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бластной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депутатом Жамбыл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маслихата, директором
Жамбылского издательского центра «Сенім». За
многолетнее руководство корейским общественным движением в городе Таразе и
Жамбылской области,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и сохранение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гласия в регионе председатель ОО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Жамбылской области» Кан Л.А. в
декабре 2015 г. был награждён орденом
«Достык» II степени. Также награждён почётным знаком «Баспа және полиграфия
ісінің қайраткері»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нформации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гласия
РК, почётными грамотами акима обла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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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협회는 잠블 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
헌을 하였던 모든 인물들과 그들의 업적에 대
한 기록을 소중히 보존하고 있다. 그러한 대표
적인 인물들로는 양 춘식(Ян Чун Сик), 박 니꼴
라이 로마노비치(Пак Николай Романович),
니 아파나시 일라리오노비치(Ни Афанасий
Илларионович), 문 까피똘리나 이바노브나
(Мун Капитолина Ивановна), 박 아파나시
(Пак Афанасий), 장 겐나지(Тян Геннадий), 최
펠릭스(Цой Феликс) 등이 있다.
본 지역의 고려인들 중에는 많은 지식인,
경영인 그리고 진취적 성향의 청년들이 활동

하고 있다. 고려인들이 오늘날 참
여하고 있는 사회운동은 바로 이
러한 구성의 공동체를 통하여 나
자르바예프 국가수장의 대국민
지침 사항인 ‘국가의 대대적인
개혁 및 공중의식의 개선’을 꾀
하고 있는 것이다.
강 라브렌찌 아나똘리예비
치는 국가훈장 「쿠르몟(Құрмет)
」의 수훈자이며 카자흐스탄 공
화국 출판•인쇄업자 유라시아 연
합 및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잠
블 주 지부의 회원, 잠블 주의회
의원, 잠블 지역 출판센터 「쎼늼
(«Сенім»)」의 사장직 등을 겸임하고 있다. 또
한 그는 오랫동안 타라즈 시와 잠블 주에서
고려인 사회운동을 이끌어오며 고려인 민족
문화 연합의 발전에 기여하고 민족 간 화합
에 공헌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12월
「도스틕(Достык)」 2급 국가훈장을 수상하였
다. 그는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공화국 문화
정보부가 수여하는 명예배지 「출판 및 인쇄
업 종사자 («Баспа жəне полиграфия ісінің
қайраткері»)」와 주 행정부 수여 표창장 등
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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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СКО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ЗАПАДНО-КАЗАХ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
В 1990 г. был образован Уральский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по инициативе оргкомитета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Тё Г.А. В его состав вошли:
Ким А.А., Ким Г.Н., Хон В.Н., Тян А.В., Мун
В.Ф., Ким А.П., Ким В.Г., Ли Т.В., Ли В.В.,
Цхе Г.А. и др.
3 февраля 1990 г.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здании Уральского мясокомбината состоялось учредительное собрание, на котором
был обсужден и принят устав, определены
цели, задачи и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Ураль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Большинством голосов председателем центра был избран Ким Арис
Арсентьевич.
Наряду с этим были избраны совет
УКНЦ,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го вошли 23 человека, и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в составе 15 человек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Цой Г.А.
С момента создания Ураль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вся его работа
была направлена на единение с народами
Западно-Казах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шение
задач, определённых Первым Президентом РК Назарбаевым Н.А.
В первые годы работы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и в дальнейшем на всех этапах его развития спонсорами мероприятий
был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завода ЖБИ Тё Г.А., учредитель МП
«Вонсан» Ким А.А., директор МП
«Дельта» Ли В.В.,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лсовета «ДОСААФ» Тян А.В.,
директор МП «Энсе» Ким А.Н.,
директор МП «Байкал» Цхе В.Г.,
директор МП «Легенда» Тен А.С.,
директор МП «Поля орошения»
Пан В.В., директор МП «Алина»
Ким Ю.М. и др.
Председателями Ураль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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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разные периоды были: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област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вязи по
ЗКО Ким Арис Арсентьевич (с 1990 г. по
1993 г.); доцент Западно-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агротехн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Жангир хана, кандидат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наук Хон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 (с 1993 г.
по 1995 г. и с 2006 г. по 2009 г.); ответственный работник Западно-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акимата Ким Анатолий Петрович
(с 1995 г. по 1998 г.); доцент Западно-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агротехн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Жангир хана, кандидат технических наук Мун Виктор Фёдорович (с 1998
г. по 2006 г.); депутат Бурлинского районного маслихата Пак Максим Валериевич (с
2009 г. по 2018 г.); директор лечеб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депутат районного
маслихата Ан Витали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с
2018 г. по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Кажд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внёс свой вклад в деятельность
центра.
Уральский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был преобразован в Западно-Казахстанский филиал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 затем в ОО «Корейско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Западно-Казах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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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사회연합 『서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
1990년 「우랄스크 고려인 문화센터
(«Уральский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창립이 조 G.A.(Тё Г.А.)를 필두로
한 조직위원회의 추친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
직위원회는 김 A.A.(Ким А.А.), 김G.N.(Ким
Г.Н.), 홍 V.N.(Хон В.Н.), 장A.V.(Тян А.В.), 문
V.F.(Мун В.Ф.), 김 A.P.(Ким А.П.), 김 V.G.(Ким
В.Г.), 리 T.V.(Ли Т.В.), 리 V.V.(Ли В.В.), 채
G.A.(Цхе Г.А.) 등의 일원들로 이루어져 있었
다.
1990년 2월 3일 우랄스크 육류가공 공장
의 사무실 건물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단체
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와 정관의
수립•채택이 이루어졌다. 이리하여 탄생한 「
우랄스크 고려인 문화센터」의 초대 회장으로
는 가장 많은 이들의 표를 받은 김 아리스 아
르셴찌예비치(Ким Арис Арсентьевич)가 선
출되었다.
그와 더불어 총 23명으로 구성된 임원회
와 15명으로 이루어진 원로회(원로회장 최
G.A.(Цой Г.А.))가 조직되었다.
「우랄스크 고려인 문화센터」가 창립된
순간부터 서카자흐스탄 주 고려인들의 단합
과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초대 대
통령의 지침 실현을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우랄스크 고려인 문화센터」의 초창기
와 그 이후의 발전기 전반에 걸쳐 본 단체가
진행한 모든 행사들을 후원한 이들은 콘크리
트 공장(завод ЖБИ) 대표이사 조 G.A, 소기
업 「Delta」사장 리 V.V., 「전소련 연방 육해
공군후원회 지방협의회(«ДОСААФ»)」 회장
장 A.V., 소기업 「Ense」 사장 김 A.N., 소기업
「Baikal」 사장 채 V.G., 소기업 「Legenda」 텐
A.S., 소기업 「Polya orosheniya」 사장 반 V.V.,
소기업 「Alina」 사장 김 Y.M. 등이다.
「우랄스크 고려인 문화센터」의 역대 회
장들은 다음과 같다: 서카자흐스탄 주 통신
행정부장 권한대행 김 아리스 아르셴찌예
비치 (1990 – 1993), 좡기르한 서카자흐스
탄 농업기술대학교(Западно-Казахстанский
агротехн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Жангир

хана) 부교수 겸 농업과학 준박사 홍 블
라지미르
니꼴라예비치(Хон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 (1993 – 1995, 2006 - 2009), 서
카자흐스탄 주 행정부 실무자 김 아나똘리 뼤
뜨로비치(Ким Анатолий Петрович) (1995 1998), 좡기르한 서카자흐스탄 농업기술대학
교 부교수 겸 기술과학 준박사 문 빅또르 표
도로비치(Мун Виктор Федорович) (1998 2006), 부를린 군의회 의원 박 막심 발레리
예비치(Пак Максим Валериевич) (2009 2018), 요양•건강증진 센터장 겸 군의회 의
원 안 비딸리 꼰스딴찌노비치(Ан Витали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2018 - 현재). 이들은 각
각 본 단체의 활동과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우랄스크 고려인 문화센터」는 「카
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서카자흐스탄 지
부(Западно-Казахстанский
филиал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로 개
칭된 적이 있으며, 이후 ‘사회연합 『서카자흐
스탄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Корейско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ЗападноКазах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으로 최종 명칭변
경되었다.
본 사회연합은 「카자흐스탄 국민회의 서
카자흐스탄 주 지부」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 내 타 민족문화 연합들과 업
무계획을 공유하며 긴밀히 협동한다.
2007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지원
하에 『서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
합』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70주년을 기
념하는 대형 행사들을 진행하였으며 본 단체
의 원로단은 아스타나 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
석하기도 하였다.
주(州) 내부정책 행정부의 프로그램에 따
라 2008년 『서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민족문
화 연합』은 2천 여 명이 참여한 공공 프로젝트
「카자흐스탄 – 나쉬 옵쉬이 돔 («Казахстан –
наш общий дом», - 카자흐스탄 – 우리 모
두의 집)」과 「믜 – 예지늬 나롯 카자흐스타나
(«Мы – единый народ Казахстана», -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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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вою устав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осуществляет в составе Западно-Казах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по совместному плану работы, в тес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другими этнокультурными объединениями области.
В 2007 г. Западно-Казахстанским филиалом при поддержке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масшта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ённые 70-летию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Делегация ветеранов области выезжала на
юбилей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Астану.
По программе област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в 2008 г. филиал
реализовал социальные проекты «Каза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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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тан – наш общий дом» и «Мы
– единый народ Казахстана»,
в которых участвовало около
2000 человек.
В работе ЭКО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т молодёжь. При поддержке Цен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при Посоль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рганизован класс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лажены тесные контакты
с библиотечной сетью город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ЭКО всегда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организуемых
школьными, городскими и областными библиотеками.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отводится
изучен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язык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несли и вносят заметный вклад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Западно-Казах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можно выделить таки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ТОО и крестьянских хозяйств, новаторов в своём деле, как Пак Максим Валериевич, Дон Валери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Хон
Роберт Борисович, Ким Юрий Викторович,
Пак Илларион Александрович, Ким Юрий
Арисевич, Мун Дмитрий Фёдорович, Шек
Герман Владимирович и др.
К достижениям филиала за прошедшие
годы можно отнести укрепление единства, обретение доверия 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и расширен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молодёжной среде.
Корейско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ЗКО – постоянный участник
областного фестиваля Дружбы
народа,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АНК области, приуроченных 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и национальным праздникам, сессий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и областно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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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의 카자흐스탄 민족)」을 진행하였다.
오늘날 본 단체의 활동에는 젊은이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
사관 산하 한국교육원의 지원을 통해 한국어
교실이 개설되었으며, 시 소재 도서관들과 긴
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본 단체의
활동원들은 지역 학교들과 시 및 주 소재 도
서관들이 주관하는 행사들에 상시적으로 참
여하고 있다. 또한 국어인 카자흐어의 학습도
각별한 노력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고려인들은 서카자흐스탄 주
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괄목할 만한 기여를
해왔으며, 현재에도 그러한 공헌이 이루어지
고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박 막심 발레리예
비치, 돈 발레리 꼰스딴찌노비치, 홍 로베르
트 보리소비치, 김 유리 빅또로비치, 박 일라
리온 알롁산드로비치, 김 유리 아리세비치,
문 드미뜨리 표도로비치, 쉑 게르만 블라지
미로비치 등과 같은 기업체 또는 농업 부문
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 다수의 이들이 활
약하고 있다.
『서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
합』이 지금까지 이루어낸 대표적인 성과들로
는 단합력의 강화, 정부기관들로부터의 신뢰

획득, 청년활동 범위의 확대 등을 꼽을 수 있
다.
본 기관은 서카자흐스탄 주에서 개최되
는 민족 간 친선 축제와 그 외 국가명절 및 민
족축제 등 다양한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지역
지부 주관 행사들에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있
으며,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본부•지역지부가
진행하는 정기회의 및 청년 프로그램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서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
합』은 매년 설날, 단오, 한식 등의 민족 명절
들을 지역 소재의 타 민족문화 연합들을 초
청하여 함께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고려
인 민족문화 연합의 회원들 또한 타 민족문
화 단체들의 초청에 늘 기꺼이 응하며 관용
과 상호존중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서는 특히 본 단체의 원로회 일원들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귀감
이 되고 있다.
『서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
합』 내의 모든 결정과정은 임원회 회의를 통
한 공동 협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본 단
체 내에서는 또한 후속 세대의 계승에도 각
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원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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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молодёжных программ и др.
Ежегодно в корейском ЭКО отмечаются национальные праздники: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Дано, Хансик.
Как правило, на каждый праздник правлением общества приглашаю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сех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области. Да и сам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всегда откликаются на приглашения других объединений, тем самым
показывая пример толерантности и взаимоуважения. В этом плане большая роль
отводится совету старейшин общества.
Все решения в этнообъединении принимаются коллегиально на заседаниях
правления. В объединении сохранена преемственность поколений.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старейшинами уделяется воспитанию
молодёжи и дете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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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сле XXI сессии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корейско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активизировало свою работу в нескольк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взаимодействует с акиматом области, города
Уральска, Бур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а также с
вузами и школами.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ЭКО
совместно с руководством школы №7 города Уральска клуб дружбы «Единство»
стал своеобразной школой толерантности. Ведётся ежедневная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с Советам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гласия
области.
Корейско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ЗКО, понимая свою роль в деятельности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будет
и впредь вести активную работу по консолидации и созиданию 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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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들이 청년세대와 어린이들의 교육에 많
은 노력을 쏟고 있다.
제 21회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정기총회
가 있은 후 『서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민족문
화 연합』은 일련의 달성목표들을 몇가지 방
향으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개

시하였으며, 현재 서카자흐스탄 주 행정부•우
랄스크 시청•부를린 군청, 지역 대학교들 및
학교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
인 결과물인 우랄스크 시 제 7번 학교의 운영
진과 공동으로 조직한 친선클럽 「예진스뜨보
(«Единство», - 일치)」는 독특한 문화적 관용
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 밖에 카자흐스탄 민족회
의 산하 사회화합위원회의 지역
분회와도 상시적인 공동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민
족문화 연합』은 카자흐스탄 민족
회의의 일부로서 스스로의 역할
을 잘 인지하여 수행하며 향후에
도 화합과 창조의 카자흐스탄 사
회를 건립하기 위해 적극적이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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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КАРАГАНД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Караганд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носит свой
вклад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Сегодня наши соплеменники
представлены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сферах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и всюду добиваются
успехов, заслуженного признания. В области проживает более 13000 корейцев, что
составляет 0,95% от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региона.

В Караганде областной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был создан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в Казахстане. В сентябре 1989 г. в актовом
зале Дома политпросвещения состоялось
учредительное собрание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где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создании област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а его регистрация. С первых дней был взят курс на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и высокую культуру.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поиск и поддержка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и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Первым массов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стал
Ден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августе 1990 г.
в Центральном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оведения праздника
был приглашен карагандинский режиссёр
Ким Вениамин и ансамбль «Ариран» К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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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Оргкомитет был создан из
молодых талантливых и активных личнос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33 до 40 лет. Окрыленные участием в работе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учредительного съезда корейцев в Алматы, всесоюзного учредительного съезда
корейцев в Москве, они горели желанием передать атмосферу тех дней землякам. Никогда уже не забыть центральную
площадь парка, полностью заполненную
людьми и счастливые глаз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для которых невозможное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В то время зарождалось
общественное движение, и
каждый центр на свой страх
и риск выбирал программу
действий. Не было специалистов, но были энтузиасты. Членам правления приходилось
личным примером увлекать
людей, приобщать к мероприятиям своих детей 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самим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танцевать и петь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ни
стали первопроходцами.
Активисты центра считают своим
долгом чтить и передавать память о тех,
кого уже с нами нет, кто внёс свой вклад
и вдохновил своим примером сохранять
национальную культуру и традиции. Здесь
помнят Ким Тин-ха (Валерия Енчеровича),
Кима Леонтия Александровича, Ким Эльвиру Петровну, Син Марию Александровну, Хегая Марата Алексеевича, Цой Лидию
Евдокимовну, Кима Михаила Намчиковича, Хван Раису Алексеевну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Навсегда останутся в памяти друзей-соратников Алеева Мария Бирканатовна, Оганесян Генрих Сергеевич, Байкенов Малик
Рысханови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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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카라간디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
카라간디(Караганды) 주 고려인 민족문
화 연합은 카라간디 지역 사회•경제 부문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단체로, 오늘
날 그 구성원들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 진출
하여 큰 성공을 거두며 인정을 받고 있다. 현
재 카라간디 주에는 지역 전체 인구의 0,95%
에 해당하는1만 3천 1백 59명의 고려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카라간디 주 고려인 문화센터는 카자흐
스탄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들 중 하나이다. 1989년 9월 「돔 뽈릿쁘
로스볘쒜니야(Дом политпросвещения - 정
치교육의 집)」의 강당에서 고려인 공동체의
대표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
에서 주 관할 고려인 문화센터의 설립이 결정
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설립된 문화센터
의 등록이 완료되었다. 창립 초창기부터 단체
의 활동 목적은 뛰어난 전문성을 영위하고 고
도의 문화를 향유하는 것에 맞추어졌다. 이에
전문가들, 그리고 의견이 같은 이들에 대한
끊임없는 물색 및 지원이 수반되었다.
본 문화센터가 주최한 첫 대형 행사는
1990년 8월 중앙문화휴식공원(Центральном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에서 진행된 고
려인 문화의 날이었다. 본 행사의 실현을 위
해 카라간디 출신의 감독 김 베니아민(Ким
Вениамин)과 고려극장 소속의 「아리랑」 무
용단이 초빙되었으며, 행사 조직위원회는
33-40세 사이의 젊고 유능하며 적극적인 성
향을 가진 이들로 채워졌다. 그보다 조금 앞
선 시기에 알마티 시와 모스크바 시에서 각
각 개최되었던 전카자흐스탄 고려인 창립대
회 및 전소련 고려인 창립대회의 여파에 한껏
고무되어 있던 조직위원회의 일원들은 당시
그 현장들의 분위기를 동향인들인 카라간디
의 동포들 앞에서 가감 없이 재현해 보이고픈
열망에 불타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계획이
실현되던 그날, 공원 중앙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와 꿈에서만 그리던 일을 생시에서 마주
하던 동포 노인들의 환희에 찬 눈빛은 앞으로

도 영원히 기억에서 잊혀질 수 없을 것이다.
이 시기는 사회운동의 물결이 점차 일기
시작하던 때로, 각 문화센터들은 한치 앞의
미래조차 가늠할 수 없는 가운데 그 어떤 길
잡이 없이 각자의 판단에 의지하여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방향을 선택해 나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당시 카라간디 고려인 문화센터에 비
록 전문가는 없었을지언정 열성가들만은 존
재했다. 초창기 카라간디 문화센터의 임원회
일원들은 각자가 개인적인 방법으로 사람들
을 끌어모으고 자신들의 자녀와 친인척들을
행사에 동원하는 한편, 때로는 직접 한국어로
노래를 불러가며 춤을 추어야 했다. 실로 그
들은 선구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다.
카라간디 고려인 문화센터의 열성 활동
원들은 한민족의 문화 및 전통의 수호를 몸
소 실천하며 모범적인 일생을 살았던 이들을
기리고 그들에 대한 기억을 후속 세대들에게
계승시키는 것을 의무로 여기고 있다. 그렇게
이곳에서 기억되고 추앙받는 이들로 김 진하
(발레리 옌체로비치), 김 레온찌 알롁산드로
비치,김 엘비라 뼤뜨로브나, 신 마리야 알롁
산드로브나, 허가이 마라트 알롁셰예비치, 최
리지야 예브도키모브나, 김 미하일 남치코비
치, 황 라이사 알롁셰예브나 외 다수가 있다.
더불어 알례예바 마리야 비르카나토브나, 오
가네샨 겐리흐 셰르계예비치, 바이케노프 말
릭 릐스하노비치 또한 동료 전우들의 기억 속
에 영원히 머물 것이다.
모든 것을 미개척 상태에서 시작한 카라
간디 고려인 민족문화 단체는 오늘날 많은 회
원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명확한
조직구조를 기반으로 30년의 역사와 전통을
보유한 기관으로 발전하였다.
초창기 민족문화 연합의 모든 활동이 소
수정예 열성회원들의 열정만으로 이루어지
던 때의 노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2003년 본 연합 소속의 공연팀 「무궁화」가
정부로부터 「국민 예술단」 칭호를 받았다. 또
한 2006년 본 민족문화 연합 및 연합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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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ачав с нуля, сегодн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многочисл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с чёткой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й структурой,
со сложившимися традициями, со своей 30 летней историей.
Изначально все цементировалось энтузиазмом группы
активистов. Этот труд не остался незамеченным. В 2003 г.
творческим коллективам ансамбля «Мугунхва»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было
присвоено звание «Народный». В 2006 г.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Карагандинскому центру было присвоено звание «Лучший филиал», а его руководителю
– «Лучший председатель». Ким Лилия Михайловна, председатель и главный организатор всех дел, первая в области в 2006
г. была награждена орденом «Достык» II
степени, который считает наградой всего
актива.
Центр стабильно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во всех проводимых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областных и городс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Меняя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правовую
форму в связи с изменением нормативных правовых актов (областной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Карагандинский филиал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нын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Караганд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рейский центр
остаётся верным одному – проводимые
мероприятия должны быть доступны многим, независимо от возраста,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социального статуса, материального
положения и обязательно в лучших объектах города, так как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это
по праву заслужило.
Успех центра с первых дней основывается на тес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областно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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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ссамблеей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управлениями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ы, вузами области, с людьми, оставившими свой след в
летописи объединения.
Работа ведётся разнопланова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инимаемы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программами, охватывает сферы
образования, культуры; социальную, молодёжную политику.
Изучается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роводимый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конкурс
школьников «Юный лидер» с ежегодным
привлечением более 100 человек, стимулировал интерес школьников к проявлению своих знаний, лидерских качеств.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ТО «Кахак», АКК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водится
студенческий конкурс на получение именных стипендий. Организуемый ежегодно
молодёжный конкурс корейской песни позволяет выявлять одарённых детей в разны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ах.
Корейцы, как и все казахстанцы, чествуют ветеран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тружеников тыла. Студенческая
молодёжь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в слётах молодёжи.
Объединением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ятся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многие из которых стали традиционными, а отдельные
– брендом организации. Все они строятся

30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로부터 각각 「최
고의 지부」와 「최고의 장(長)」 칭호를 수상
하였다. 본 연합의 모든 업무활동을 주관하
는 회장 김 릴리야 미하일로브나(Ким Лилия
Михайловна)는 카라간디 주 최초로 2006년
「도스틕」 2급 훈장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
성과를 본 공동체 전체의 공으로 돌리고 있
다.
오늘날 본 고려인 문화센터는 전국 및 지
역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잦은 법률 및 규정의 변동으로 인
하여 본 단체는 수차례의 법적형태 변경을 거
쳤으나(‘주 관할 고려인 문화센터’, ‘카자흐스
탄 고려인 협회 카라간디 지부’ 를 거쳐 현

재 『카라간디 주 고려인 민족문
화 연합』), 창립의 순간부터 변함
없이 단 하나의 원칙 – 본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들에는 연령•민족•
사회적 지위•생활수준 등에 관계
없이 다양한 이들이 접근 및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현 사회
를 위해 크게 헌신하였던 장년층
세대들을 위해 필히 시내에서 가
장 좋은 입지에서 진행하도록 한
다 – 에 기초하여 활동을 수행하
고 있다.
『카라간디 주 고려인 민족문
화 연합』이 오늘날 이룩한 성공
은 초창기부터 이루어져왔던 카
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카자흐스
탄 민족회의 지역 지부, 교육부
및 문화부, 지역 대학교들, 그리
고 본 단체의 역사에 족적을 남
긴 많은 이들과의 긴밀한 협력에
기대고 있다.
본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은
정부에 의해 기획되는 국가 프로
그램들에 따라 교육•문화 부문에
서의 활동과 사회정책 및 청년•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활동 또한 꾸준
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100명 이상의 참
가자들이 유치되는 가운데 정기적으로 개최
하고 있는 지식 경연대회 「유늬 리제르(청소
년 리더)」를 통해 학생들이 각자의 지식과 리
더적 자질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욕구를 자
극시키며 이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과학기
술협회 「과학」,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개최되는 장학금 대회 또한 지속
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외에도 매년 진행되는
한국 노래 경연대회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재
능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찾을 수 있는
인재 발굴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모든 카자흐스탄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고려인들 또한 대조국 전쟁 참전용사들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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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а основе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и.
Особое место занимает празднование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х 30 лет, несмотря н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перестройку, корейский центр проводил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Сценарный ход мероприятий демонстрировал, что при наличии мира и согласия
всё преодолимо. Как правило, они проводились во дворцах и театрах для приглашения большего числа людей.
Традиционен ежегодный День пожилых людей, получивший поэтические название – праздник «Осень жизни».
В общевозрастном празднике девочек
и мальчиков каждый год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активисты от 4 до 90 лет.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реализуются
новые проекты: праздник «Кимчи», конкурс караоке для старших «Если мы сейчас
поём, значит, мы ещё живём!», детские фестивали «В слове Мы – сто тысяч Я», праздник «На бамбуковом поле вырастает бамбук», детский спортивный праздник «Выше
всех», слёт молодёжи, дефиле корейских
костюмов «Ханбок пати», акции «Я благодарю» и многие д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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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рейский центр для многих стал домом, объединяющим самых разных людей:
cлужащ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рабочих,
учащихся, пенсионеров, их детей и внуков.
Сюда приходят в разном возрасте и душевно остаются навсегда.
Сохран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нностей – вот главная задач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Закономерным итогом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ъединения в 2017 г. стали премия акима
города Караганды в номинации «Анатiлiн
насихаттаушы үздiк этномәдени орталық»
и Гран-при в областном конкуре-фестивале среди 23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области «Казахстан – наш общий дом»,
посвящённом празднованию Дн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сновным творческим достоянием
организации является народный ансамбль
«Мугунхва», который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хор
ветеранов, танцевальную группу «Киппым» (взрослый и детский составы), группы «Самульнори» (игра на традиционных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детская «Хиппарам» и взрослая «Саен», группу K-POP, а
также солистов Кан Наталью, Цой Марка,
Ким Тамару, Сулейменову Айгерим, Ли Валерию, Тен Тимура,
Ким Милану, Набиева Султана и чтецов
Ким Марию и Ким
Владимира.
Хор
ветеранов
был создан в 1990 г. и
внёс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возрожд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регионе.
Хор – постоянный
участник всех проводимых мероприятий.
Коллектив становился дипломантом II и
III степеней респ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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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동자들을 추앙하고 기리는 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학생 청년들은 청년
모임 조직들을 구성하여 활발히 활동을 수행
하고 있다.
현재 『카라간디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
합』은 정기적으로 다양한 행사들을 주최하고
있으며, 그중 다수가 본 단체의 전통 혹은 브
랜드와도 같은 이미지로 자리잡았다. 모든 행
사들은 한민족 문화와 음식을 기본 주제로 하
고 있다.
그중 특히 각별한 의미를 담아 개최하는
행사가 설날이다. 지난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있었던 경제위기, 개혁의 바람 등 혼돈
의 시기 속에도 카라간디 고려인 민족문화 연
합은 꿋꿋이 이 행사를 개최해 왔다. 본 행사
의 기본 주제는 평화와 화합을 통해 모든 고
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례적으로 본 설날 행사는 많은 관객들을 수
용할 수 있는 문화궁전 또는 극장에서 개최
되고 있다.
「인생의 가을」이라는 시적인 이름이 붙은
연례 ‘노인의 날’ 행사 또한 본 단체가 주최하
는 전통적인 행사로 자리잡았다. 또한 전체연
령 및 어린이 행사에는 4세에서 90세 까지 폭
넓은 연령대 범위의 회원들이 참가하고 있다.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꾸준히 실현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들로 「김치」 행사, 장
년층 대상 노래자랑 대회인 「예슬리 믜 시
촤스 빠욤, 즈나췻, 믜 이쑈 쥐뵴 («Если мы
сейчас поем, значит, мы еще живем!», 지금 우리가 노래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살
아있다는 것이라네!)」, 어린이 축제 「브 슬로
볘 믜 – 스또 띄샤취 야 («В слове Мы – сто

тысяч Я» -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10만 명
의 ‘내가’ 들어있지)」, 축제 「나 밤북스꼬봄 뽈
례 븨라스따옛 밤북 («На бамбуковом поле
вырастает бамбук» - 대나무 밭에서는 대나
무가 자란다네)」, 어린이 체육대회 「븨쉐 프
쎼흐 («Выше всех», - 누구보다 높이)」, 청소
년 대회, 한복 패션쇼 「한복 파티」, 행사 「야
블라가다류 («Я благодарю», - 나는 감사해
요) 」 외 다수의 행사들이 있다.
『카라간디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은
공직자, 기업가, 근로자, 학생, 고령자 그리고
그 자녀, 손자들까지 - 실로 다양한 이들을 하
나로 이어주며 많은 이들에게 집과도 같은 존
재가 되어주고 있다. 이곳을 찾는 다양한 연
령대의 이들에게 마음의 정착지가 되어주는
것이다.
민족 가치관의 보존 및 발전은 본 민족
센터에게 있어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한해 동안 수행한 활동의 결과
로 『카라간디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은
카라간디 시 시장이 수여한 「아나틜릔 나
시하따우쉬 우즈득 에뜨노메제니 오르딸
릑 («Анатiлiн насихаттаушы үздiк этномəдени орталық», - 국어의 보급•활성화에 기
여한 최고의 민족문화 센터 )」 상과 카자흐
스탄 공화국 독립일을 기념하여 개최된 대회
「카자흐스탄 – 나쉬 옵쉬 돔 («Казахстан –
наш общий дом», - 카자흐스탄 – 우리 모두
의 집)」에서 23개 카라간디 지역 민족문화 연
합들 중 대상을 수상하였다.
본 단체가 오늘날 보유한 주요 예술적 자
산으로는 노전사 합창단, 성인 및 어린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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бликанских фестивале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Алматы, а в 1999 г. был награждён
дипломом I степени. Хор возглавляет Ли
Татьяна Сергеевн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консультант хора – Штыкова Татьяна Борисовна, главный хормейстер областного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музыкальной комедии.
Танцевальная группа «Киппым» была
создана в 1990 г.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времени группа участвует в городских, областных,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свящён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и национальным праздникам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фестивалях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 Коллектив является дипломантом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фестивале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Алматы. Он награждался дипломом I степени
VII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в жанре «Народные танцы» и
дипломом II степени VIII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в Алматы.
Дипломант областных фестивалей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 В группе танцуют девочки
и девушки разны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й: от
6 до 30 лет. Танцевальная группа «Киппым»
стала истинно народным коллективом, пропагандирующим возрождение, сохран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и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Руководитель группы – Ха Алла
Викторовн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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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2002 г. организована группа
самульнори. Группа в составе ансамбля «Мугунхва»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концерте на присвоение
звания «Народный». Группа «Самульнори»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инимала участие и становилась
дипломантом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фестивале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Алматы и награждалась дипломами II и III степеней, а также областных фестивалей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 С момента создания игре
на традиционных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было обучено 5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
Руководитель группы – Цой Нина Васильевна.
Для вокалистов народного ансамбля
примером служит теперь уж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певец Ким Роман, ранее принимавший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ансамбле.
Ансамбль «Мугунхва» имеет богатый
репертуар в различных жанрах. Мелодичные песни и оригинальная постановка
танцев придают ансамблю неповторимый
колорит. Сценарий выступления строится
всегд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бы зрители чувствовали себя участниками праздника и
испытывали большой эмоциональный и
духовный подъём, желание стать участниками ансамбля.
Сегодня корейцы Караганд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во всех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таких как Наурыз мейрамы, День единства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День Победы, Ден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имволов, День столицы,
День Пер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День Независимости, потому что
для всех активистов назиданием остаётся
призыв уважаемых ветеранов –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у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и держать
его марку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как держали ее они, стоящие у истоков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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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팀 「기쁨」, 성인/어린이 사물놀이패 「사
연」/「휘파람」, K-POP 공연팀, 솔로 공연가인
강 나탈리야•최 마르크•김 따마라•술레이메
노바 아이게림•리 발레리아•텐 찌무르•김 밀
라나•나비예브 술탄 그리고 성우 김 마리야와
김 블라지미르 등이 소속된 민족 예술단 「무
궁화」를 꼽을 수 있다.
노전사 합창단은 1990년 결성된 이래 지
역 고려인 문화의 발전과 부흥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본 합창단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모
든 행사들의 단골 공연팀으로서 활동하고 있
다. 이들은 또한 알마티 시에서 개최된 전국
한민족 문화 축제에서 2급 및 3급 상장을 수
상한 바 있으며 1999년에는 같은 대회에서 1
급 상장을 수상하였다. 본 합창단은 리 따찌
야나 세르게예브나(Ли Татьяна Сергеевна)
가 단장으로서 이끌고 있으며, 예술방향의 지
도는 주립 아카데미 음악 희극장 수석 지휘자
인 쉬띄꼬바 따찌야나 보리소브나(Штыкова
Татьяна Борисовна)가 담당하고 있다.
무용단 「기쁨」 또한 1990년에 결성되었
다. 결성부터 지금까지의 활동기간 동안 국가
및 민족 명절, 문화축제들의 일환으로 열리는
다양한 시•주 및 전국 행사들에 참여해왔다.
본 무용단은 또한 알마티 시 전국 한민족 문
화 축제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제 7회
전국 한민족 예술 축제 ‘민속무용’ 부문에서 1
급 상장을, 제 8회 전국 한민족 예술 축제에서
는 2급 상장을 수상하였으며, 이밖에도 다른
지역 민족문화 축제들에서도 다양한 상을 수
상한 이력이 있다. 무용단에는 6살부터 30살

까지 넓은 연령대 폭의 여성 단원들
이 활동하고 있다. 「기쁨」 무용팀은
오늘날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민족
음악 및 무용 예술의 수호와 부흥, 발
전 및 전파를 위해 활동하는 진정한
민속 무용단으로 성장하였다. 무용단
의 단장직은 하 알라 빅토로브나(Ха
Алла Викторовна)가 맡고 있다.
사물놀이패는 2002년에 결성되
었다. 본 공연팀은 「무궁화」단의 소
속으로 참가한 콘서트에서 ‘국민 공
연단’ 칭호를 수상한 경력을 보유하
고 있으며, 전국 한민족 문화 축제에
도 수차례 출전하여 2급 및 3급 상장을 받았
다. 이외에도 본 공연단은 다른 많은 지역 민
족문화 축제들에 참가하였다. 본 사물놀이 합
주단이 결성된 순간부터 총 5개 연령대의 그
룹들이 합주 교육을 받은 바 있다. 단장은 최
니나 바실리예브나(Цой Нина Васильевна)
이다.
「무궁화」 소속의 모든 보컬리스트들에게
있어 선망과 모범의 대상은 전 「무궁화」단 소
속이었으며 현재 프로 가수로 데뷔하여 활동
하고 있는 김 로만(Ким Роман)이다.
「무궁화」 공연단은 다양한 장르에 기반
한 풍부한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다. 선율
이 돋보이는 노래들과 독창성이 엿보이는 안
무 연출은 본 공연단만의 독특한 색깔을 자아
낸다. 무대 시나리오 또한 관객들이 마치 공
연단과 더불어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느
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에게 큰 감동
을 선사하고 흥을 북돋아주는 방식으로 구성
하고 있다.
오늘날 카라간디 주 고려인들은 나우르
즈 축제, 카자흐스탄 민족 화합의 날, 전승절,
국가 상징의 날, 수도의 날, 카자흐스탄 공화
국 초대 대통령의 날, 독립 기념일 등 사회•
정치 부문의 모든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 경륜 높은 고려인 공동체 원로들
의 교훈과 지침을 받들어 고려인 민족연합을
계승하고 그들이 해온 것과 같이 높은 수준의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현세대 카라간디 주 민
족문화 연합 활동원들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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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КОСТАНАЙСКОЙ ОБЛАСТИ
В Костанай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живают
более 3800 корейцев. В феврале 1990 г.
усилиями небольшой инициативной группы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са Костанайской области, искренне переживавших за судьбу родного языка, культуры и
традиций, было решено создать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Инициаторами выступили Кан Константин Борисович, Ким Виктор Арсентьевич, Ким Лидия Михайловна,
Нам Людмила Михайловна, Ким Валентина Алексеевна, Огай Григорий Антонович,
Ким Анатолий Григорьевич, Ким Наталья
Павловна.
23 мая 1990 г. был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Кустанайский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Ён Коди». Возглавил его известный врач, хирург, кандидат медицинских
наук Цхай Валерий Алексеевич – человек
ответственный, скромный и порядочный,
болеющий за своё дело.
В 1995 г. Валерия Алексеевича сменил
на посту руководитель автопредприятия
Хан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 В 1998 г. цент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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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Ён Коди» был реорганизован в областной
филиал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В 2001 г. его возглав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ТОО «ПТК «Содружество» Пак Юрий
Николаевич. Он относился к поддержке
соплеменников не просто как к долгу, а
считал это инвестициями в будущее, поддерживал молодые таланты. В своё время
Пак Ю.Н. был отмечен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
письмом за подписью Пер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К Назарбаева Н.А., почётной грамотой
Министерств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К, награждён медалью «10 лет Астаны».
Важн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дело продолжил президент АО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Костанай», кандидат экономических
наук Ким Юрий Михайлович.
Он так же, как Пак Ю.Н., делал упор на
молодёжь – помогал молодым талантам
развивать и продвигать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В 2004 г. Киму Ю.М. была вручена медаль имени Гагарина Ю.А.,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 медаль к 50-летию Байконура. Юрий
Михайлович – Заслуженный деятель ави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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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코스타나이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
오늘날 코스타나이 주(Костанайская
область)에는 3천 8백명 이상의 고려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1990년 2월, 그 누구보다 한
민족의 언어와 문화, 전통의 미래를 걱정하
던 소수정예의 코스타나이 주 고려인 공동
체 대표들의 모임에 의하여 고려인 문화센터
의 창립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계획을 주도
적으로 추진한 이들은 강 꼰스딴찐 보리소비
치(Кан Константин Борисович), 김 빅또르
아르셴찌예비치(Ким Виктор Арсентьевич),
김
리지야
미하일로브나(Ким
Лидия
Михайловна), 남 류드밀라 미하일로브나
(Нам Людмила Михайловна), 김 발롄찌나
알롁셰예브나(Ким Валентина Алексеевна),
오가이 그리고리 안또노비치(Огай Григорий
Антонович), 김 아나똘리 그리고리예비치
(Ким Анатолий Григорьевич), 김 나딸리야
빠블로브나(Ким Наталья Павловна)였다.
1990년 5월 23일 ‘꾸스타나이(현 코스
타나이) 주 관할 소비에트 고려인 센터 「연
고지」 (Кустанайский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Ён Коди»)’의 정식 등
록이 이루어졌다. 본 단체의 회장직은 저명한

외과 전문의이자 의학 준박사인 채 발레리 알
롁셰예비치(Цхай Валерий Алексеевич)가
맡았다. 그는 강한 책임감과 겸손하며 고매
한 인품의 소유자로 세간의 존경을 받은 인
물이기도 하다.
1995년 발레리 알롁셰예비치에 이어 운
수업체의 대표 한 블라지미르 니꼴라예비치
(Хан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가 「연고지」의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1998년 고려인 센터
「연고지」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주 지
부」로 개편되었으며, 2001년 본 단체의 새로
운 수장으로 유한책임회사 ‘공업무역회사 「
소드루줴스트보」(ПТК «Содружество»)’의
대표이사 박 유리 니꼴라예비치(Пак Юрий
Николаевич)가 선출되었다. 그는 고려인 동
포들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동족의 의무’로
만 여기지 않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보았으
며, 특히 젊은 인재들의 후원에 힘썼다. 박 유
리 니꼴라예비치는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
하였으며 카자흐스탄 농업부 수여 표창장과
「아스타나 10주년」 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고려인 공동체를 위해 크나큰 기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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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ии РК, награждён медалью «Ерен еңбегі
үшін» (2010), нагрудным знаком «Қурметті
авиатор» (2013). Он передал бразды правления педагогу, руководителю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Когаю Юрию Сергеевичу.
Рассказывая о своих активистах, Когай
Ю.С. с гордостью говорит, что бизнесмены,
входящие в правление, помимо оказания
материальной помощи, сами принимали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общественной работе,
выдвигали новые идеи, будучи достойным
примером для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Так, при поддержке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под предсе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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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льством Когая Юрия Сергеевича в 2011
г. прошла презентация поэтического сборника поэта, писателя–публициста Мина Ф.
«Символ добра» и публицистической книги «Имя твоё – Человек», гостьей которой
стала деятель науки из США Мин Лиза.
В 2013 г. к празднованию Наурыз мейрамы Домом дружбы Костанай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конкурс, в котором
участвовали все этнокультурные центры.
По итогам костанайский филиал АКК был
отмечен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 письмом от
областной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В этом же году в костанайском Доме
дружбы состоялись презентация книги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 1945
гг.» и празднование 90-летия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газеты
«Корё ильбо» в Костанайской
области. Эти мероприятия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значения Костанай провел первым.
С 2014 г. во главе костанайского филиала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встал известный бизнесмен,
меценат, директор ТОО «БКСтрой» Ким Игорь Романович. Его предприятие много лет было неизменным
спонсором
мероприятий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Династия Кимов с большим энтузиазмом
реализует себя на общественном поприще и считает своим моральным долгом
участвовать в жизни родного этноса.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 это
мудрость и честь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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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인물로 주식회사 「코스타나이 국제
공항」의 회장이자 경제학 준박사 김 유리 미
하일로비치(Ким Юрий Михайлович)가 있
다. 그는 박 유리 니꼴라예비치 회장과 마찬
가지로 고려인 청년세대의 지원에 큰 중점을
두었으며, 젊은 인재들이 재능을 개발하여 한
민족 문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였
다. 2004년 김 유리 미하일로비치는 유리 가
가린 메달을 수상하였으며, 이듬해에는 바이
코누르 50주년 기념 메달을 받았다. 김 유리
미하일로비치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항공기술
분야의 공훈 활동가로, 2010년 정부 수여 상
인 「예롕 옝볘그 우쉰 («Ерең еңбегі үшін»,
- 공로에 대하여)」을, 2013년에는 배지 「쿠르
몟띄 아비아또르 («Қурметті авиатор», - 친
애하는 비행사)」를 수훈하였다. 그가 코스타
나이 주 고려인 연합 회장직 수행을 마친 후
에는 교사 겸 교육기관 대표인 고가이 유리
셰르계예비치(Когай Юрий Сергеевич)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고려인 연합의 열성 회원들에 대해 이야
기 하며 고가이 유리 셰르계예비치는 본 단
체 임원회의 구성원으로 있는 사업가들이 단
순히 물적 지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활동 및 새로운 아이디어의 구상에도 직접 참
여를 하며 후속 세대를 위한 본보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2011년에는

고가이 유리 회장를 위시로 한 고려인 연합의
지원 하에 시인, 작가 겸 출판인인 민 F.(Мин
Ф.)의 시집 「심볼 도브라 («Символ добра»,
- 선의 상징)」 및 사회정치 서적 「이먀 뜨보
요 - 췔로벡 («Имя твое – Человек», - 그대
의 이름 - 인간)」의 발표회가 열렸다. 본 행사
의 손님으로는 미국의 과학자 민 리자가 참
석하였다.
2013년 코스타나이 주 「돔 드루쥐븨(친
선회관) 」가 주관한 나우르즈 축제 행사의 일
환으로 지역 소재의 모든 민족문화 센터들이
참가한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본 「카자흐스
탄 고려인 협회 코스타나이 주 지부」는 카자
흐스탄 민족회의 수여 감사장을 수상하였다.
같은 해 코스타나이 주 「돔 드루쥐븨」에
서 서적 「1941 1945 대조국전쟁 전선에서의
소비에트 고려인들(«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 1945 гг.»)」의 발표회가 개최되었으며,
공화국 신문 「고려일보」 창간 90주년 기념
행사가 진행되었다. 국가 간 행사로 개최된
본 행사들은 당시 코스타나이에서는 처음으
로 이루어졌다.
2014년부터는 저명한 사업가이자 후원가
이며 유한책임회사 「BK-Stroy」의 사장인 김
이고리 로마노비치(Ким Игорь Романович)
가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코스타나이 주
지부」의 수장으로 활동하
기 시작했다. 그의 기업체
는 지난 수년간 본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의 후원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가
이끄는 이른바 ‘김씨왕조’
는 오늘날 거대한 열정으
로 고려인 사회의 활동무
대에서 창성해 나가고 있
으며, 동포들의 공동체 발
전을 위해 공헌하는 것을
도덕적 의무로 여기고 있
다.
원로회는 코스타나이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
에게 있어 지혜 및 명예와

139

년

30

ЛЕТ.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рейцев Костанайской области. Ветераны
коре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едут активн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могают
изучать и развивать народные традиции,
культуру корейцев, нередко становятся
инициаторами интересных проектов. Это
Ким Галина Яковлевна, Ким Лидия Михайловна, Ким Валентина Алексеевна, Пак
Юрий Николаевич, Нам Людмила Михайловна, Ким Александр Иванович, Ким
Юрий Иванович, Ким Анатолий Григорьевич, Ким Наталья Павловна, Когай Юрий
Сергеевич.
Люди творческие реализуют свои таланты в хоре «Ён-коди», которым руководит Ким Роза Владимировна. Вокалисты
коллектива постоянно участвуют в городс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 дают сольные концерты.
Создана и благополучно действует воскресная школа, где преподаёт Ким Радмила
Анатольевна. Желание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активно проявля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зных народов, которые сдают экзамены
и получают сертификаты, дающие право
на обучение в престижных вузах Кореи.
С 1998 г. действует молодё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МДК), лидером которого
долгие годы была Ким-Лян Марина. В 2017
г. на этом посту её сменила Ким Валер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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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и МДК созданы ансамбль «Самульнори», команда по волейболу, молодёжный вокальный ансамбль «Чанми»,
принимающий ежегодное участие в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м фестивале корейской песни. Также проводятся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фитнесу Korean Party, реализуется видеопроект «Реальные корейцы».
Важным событием для костанайского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стало участие девушек-самульнористок в корей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оруме OKFriends
CIS Re-Union 2018, который впервые состоялся в Москве. Также костанайские
активисты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работе
пленума правления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Молодёж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где делились своим опытом. В активе костанайского МДК успешное участие
в твор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акциях и
конкурсах: «Казахстан – наш дом», «Юный
лидер», «Профессионал», «Мисс кореянка».
На счету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Костанайской области немало
крупных и успешно реализованных проектов. На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м фестивал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филиала дважды становились первыми в
республике.
В яркий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превращается
ежегодное
празднование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льналь). Активисты ЭКО
постоянно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 праздновании Дня
благодарности, Наурыза,
Дня единства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Дня пожилого
человека, Дня защиты детей, в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х
акциях. Так, при активном
участии председателя Ким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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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같은 존재이다. 고려인 운동의 베테랑들인
이들은 활발한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며 한민
족 전통과 문화를 배우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흥미로운 프로젝트
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안하여 추진하기도
한다. 원로회의 구성원들은 김 갈리나 야꼬
블레브나(Ким Галина Яковлевна), 김 리지
야 미하일로브나(Ким Лидия Михайловна),
김 발롄찌나 알롁셰예브나(Ким Валентина
Алексеевна), 박 유리 니꼴라예비치(Пак
Юрий Николаевич), 남 류드밀라 미하일
로브나(Нам Людмила Михайловна), 김
알롁산드르 이바노비치 (Ким Александр
Иванович), 김 유리 이바노비치 (Ким Юрий
Иванович), 김 아나똘리 그리고리예비치
(Ким Анатолий Григорьевич), 김 나딸리
야 빠블로브나(Ким Наталья Павловна),
고가이 유리 셰르계예비치(Когай Юрий
Сергеевич)이다.
본 고려인 공동체에서 예술적 재능을 가
진 이들은 합창단 「연고지」에서 그 재능을 펼
치고 있다. 합창단의 지도는 김 로자 블라지
미로브나(Ким Роза Владимировна)가 맡고
있다. 본 합창단의 단원들은 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들에 참가하고 있으며 단독 콘서
트를 열기도 한다.

또한 본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에는 김
라드밀라 아나똘리예브나(Ким Радмила
Анатольевна)가 이끄는 주일학교가 조직되
어 순조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민족 출신의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본 주
일학교를 찾고 있으며, 이곳을 통해 한국어능
력시험을 치르고 한국 유수의 대학교들에서
유학할 수 있는 인증서를 취득한다.
한편 1998년부터 본 민족문화 연합에는
고려인 청년협회가 기능하고 있으며, 김-양
마리나(Ким-Лян Марина)가 오랜 기간 동안
리더를 맡은 바 있다. 2017년에 리더 교체가
이루어지며 김 발레리야(Ким Валерия)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청년협회 산하에는 합주
단 「사물놀이」, 배구 팀, 그리고 매년 전국
한국노래 축제에 참가하고 있는 청년 보컬그
룹 「찬미」 등이 있다. 또한 피트니스 경연대
회 「Korean Party」가 개최되고 있으며, 영상
프로젝트인 「리알늬예 까례이쯰 («Реальные
корейцы», - 진짜 한국(고려)인들)」가 진행
중에 있다.
2018년 사상 처음으로 모스크바에서 개
최된 국제 한민족 포럼 「OKFriends CIS ReUnion」에서 본 단체 소속의 여성 사물놀이패
가 참가하여 공연한 것은 코스타나이 주 민
족문화 연합에게 있어 중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본 단체
의 활동원들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년협회의 임원회
총회 업무에 참가하여 자신
들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
였다. 지금까지 코스타나이
고려인 청년협회가 이룬 성
과들 중 하나로 「카자흐스
탄 – 나쉬 돔」, 「유늬 리제
르」, 「프로페셔널」, 「미스
까레얀까」 등의 전국 행사
들 및 경연대회들에 성공적
으로 출전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코스타나이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은 지금까지
다수의 큰 프로젝트들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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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горя Романовича и поддержке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был построен и сдан
под ключ двухэтажный дом для многодетной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ой семьи Тулегеновых, воспитывающей восьмерых приёмных детей.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принимают в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ластного клуба меценатов. Заметным событием в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жизни республики стало издание книги Хана В.Н. и Черныша
П.М. «Корейцы Костанайской области»,
написанной на строго документальной
основе.
Не только в Костанайской области, но
и по всей стране известны круп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оекты, реализуемые с участием бизнесменов –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са: АО «Агромашхолдинг»,
выпускающее легковые автомобили, автобусы 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ую техник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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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рматурный завод ТОО
«Евраз Каспиан сталь».
Одним из учредителей
вышеназванных компаний является Цхай Юрий
Андреевич.
Предприятие
«БКСтрой», возглавляемое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рейского ЭКО Игорем Романовичем, – лидер
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Костанайской области.
Ким И.Р. отличается особым хозяйским подходом к делу, поэтому он не только строит
жилые и коммерческие здания, но и совместно с братьями создал компании по
выпуску стройматериалов:
кирпичный
завод и завод железобетонных изделий.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дома «БК-Строй» полностью возводятся из материалов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2011 г. Игорь Романович был награждён медалью «Шапағат» за активную и плодотворную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и милосердие, а в 2017 г.
получил статуэтку «Алтын жүрек» 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ое письмо за подписью акима Костанай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первом
областном форуме меценатов и благотворителей под эгидой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В преддверии 25 лет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РК Ким И.Р. был награждён
орденом «Құрмет», а за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обществе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ему вручена
медаль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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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실현시킨 바 있다. 전국 한민족 문
화 축제에서 본 단체 소속의 예술 공연단은 2
차례에 걸쳐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매년 화려한 한민족 예술 축제로서 개최
되는 설날 행사를 비롯하여 본 고려인 민족문
화 연합의 회원들은 감사의 날, 나우르즈, 카
자흐스탄 민족 화합의 날, 노인의 날, 어린이
보호의 날 등의 명절 및 기념일들과 각종 자
선행사들에 활발히 참여해 오고 있다. 그 예
로 본 단체의 회장 김 이고리 로마노비치의
적극적인 주도와 지역 민족문화 연합들의 지
원 하에 8명의 어린이들을 입양하여 키우는
다문화 대가족인 뚤레게노프 (Тулегенов)가
(家)를 위해 모든 편의시설이 완비된 2층집
을 지어주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
었다.
그밖에 코스타나이 지역 고려인들은 ‘
주(州) 후원자 클럽’의 활동에도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 사회•정치적
부문에서는 한 V.N.(Хан В.Н.) 및 체르늬쉬
P.M(Черныш П.М.)가 공동 집필한 정통 다큐
멘터리 형식의 저서 「까레이쯰 코스타나이스
꼬이 오블라스찌 («Корейцы Костанайской
области», - 코스타나이 주의 고려인들)」의
출간이 주목을 끌었다.
본 지역 고려인 사업가들이 진행하는 대
규모 프로젝트들은 코스타나이 주 뿐만 아
니라 전국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승용
차, 버스, 농기계 등을 조립•제조하는 주식

회사 「AgromashHolding」, 철근공장 유한
책임회사 「예브라즈 카스피안 스탈(«Евраз
Каспиан сталь»)」등이 그러한 대표적인 기
업체들이다. 채 유리 안드례예비치는 상기 업
체들의 창업주들 중 한명이다.
코스타나이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 회
장 김 이고리 로마노비치가 이끄는 기업 「BKStroy」는 오늘날 코스타나이 지역 건설업계
의 선두주자 위치를 점하고 있다. 사업에 대
한 독특한 접근법으로 정평이 나 있는 김 이
고리 회장은 주거 및 상업용 건물들의 건축
에만 활동을 국한하지 않고 형제들과 합작하
여 벽돌생산 공장과 철근콘크리트 공장 등 건
축자재 생산 업체들까지 설립하였다. 이 덕분
에 「BK-Stroy」가 짓는 건물들에는 자체적으
로 생산하여 공급한 자재들이 사용되고 있다.
2011년 김 이고리 로마노비치는 활발한
자선활동과 그 결실에 대한 공로로 메달 「샤
파갓(«Шапағат», - 자비)」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에는 카자흐스탄 민족회의가 주최한
제 1회 후원가 및 자선사업가 지역 포럼에서
코스타나이 행정부장이 수여한 감사패 「알튼
주롁(«Алтын жүрек» -황금심장 )」 및 감사
장을 수상하였다. 그는 또한 카자흐스탄 공
화국 독립 25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쿠르몟
(Құрмет)」 훈장과 큰 사회공헌에 대한 공로
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가 수여하는 메달
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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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КЫЗЫЛОРДИНСКОЕ ОБЛАСТН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Кзыл-Орд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была образована 28 октября
1989 г. и стала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области.
Первым руководителем стал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Путь Ленина» Хан Евгений
Харитонович. Благодаря его энтузиазму
были созданы воскресные школы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также в 5 ти
школах и 2 х детских садах города КзылОрды начали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группы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1999 г. Евгения Харитоновича сменил Огай Эдуард Хенович, с 1992 г. занимавший должность вице-президента. Он
объединил 5 корей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в 1999 г. областная асс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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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иация была переименована в Кызылординский филиал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Огай Э.Х. являлся
членом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награждён медалью «10 лет независимости РК».
В период с 2006 г. по 2010 г. филиалом руковод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техцентра «Рахат» Пак Валерий
Борисович. Пак В.Б. являлся членом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награждён юбилейной медалью «70 лет
Кызылординской области», юбилейной медалью в честь 190 летия г. Кызылорды.
С марта 2010 г.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ызылординского филиала АКК избрана
директор школы танцев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Алекс» Ким Елена Алексеевна, с
1999 г. занимавшая пост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филиала.
За многолетнюю работу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танцев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им Е.А.
была награждена почётными грамотами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образования РК,
почётной грамотой Президента РК Назарбаева Н.А., медалью «Астана», медалью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золотой медалью «Бірлік»,2мя медалям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и грамотами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В марте 2014 г. филиал был перерегистрирован в Кызылординское областн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ъединения:
• Возрожд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обычаев, традиций, изучение каза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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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크즐오르다 주 사회연합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크즐오르다 주 고려인 협회는 1989년 10
월 28일 설립되었으며, 본 지역에서 가장 처
음으로 생겨난 민족문화 연합들 중 하나이
다. 단체의 초대 회장으로는 신문 「뿌찌 레
니나(«Путь Ленина», - 레닌의 길)」의 주
필 한 예브계니 하리또노비치(Хан Евгений
Харитонович)가 선출되었다. 그의 열정 어
린 주도 하에 주일학교 한글교실이 개설되었
으며, 크즐오르다 시 소재 5곳의 학교 및 2곳
의 유치원에 한글공부 모임이 결성되어 활동
하기 시작했다.
1999년 예브계니 하리또노비치의 뒤를 이
어 1992년부터 본 협회에서 부협회장직을 수
행해왔던 오가이 에두아르드 혜노비치(Огай
Эдуард Хенович)가 새로운 협회장직에 부임
하였다. 그는 지역 내의 5개 고려인 사회연합
들을 통합하였고, 이에 1999년 크즐오르다 주
고려인 협회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크
즐오르다 지부(«Кызылординский филиал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로 개
칭되었다.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의 의원이기
도 했던 오가이 에두아르드 협회장은 「카자
흐스탄 공화국 독립 10주년」 기념 메달을 수
상한 바 있다.
2006년부터 2010년의 기간 동안 본 단
체는 차량 및 기기정비 업체 「Rahat」의 대

표이사 박 발레리 보리소비치(Пак Валерий
Борисович)가 이끌었다. 박 발레리 협회장
또한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의원으로 「크즐오
르다 주 70주년」 기념 메달과 「크즐오르다
시 190 주년」 기념 메달을 수상하였다.
2010년 3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크
즐오르다 지부」의 새로운 장(長)으로 무용예
술 학교 「알롁스(«Алекс»)」의 교장 김 옐례
나 알롁셰예브나가 선출되었다. 그 전까지 그
녀는 본 크즐오르다 고려인 단체에서 부협회
장직을 1999년부터 수행해왔다. 김 옐례나
알롁셰예브나는 오랫동안 문화계에 몸담아
오며 무용예술 분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카자흐스탄 공화국 문화교
육부 및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초
대 대통령으로부터 다수의 표창장을 수상하
였으며, 「아스타나」 메달, 카자흐스탄 고려인
공화국 협회 수여 메달, 「브를릑」 금메달, 카
자흐스탄 민족회의로부터 2개의 메달과 감사
장 및 훈장 등을 받았다.
2014년 3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크
즐오르다 지부」는 ‘크즐오르다 주 사회연합 「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로 재등록 되었다.
본 연합의 주요 활동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민족문화•풍습•전통의 부흥, 카자흐
어 및 한국어•카자흐스탄 및 한민족 역사의
학습
•
민족간 화합의 강화 및
보존
•
협회가 추구하는 목적
에 부합하도록 청년 및 어린이
들을 유치하며 카자흐스탄인으
로서의 애국심 형성을 유도
•
한민족 문화의 부흥 활
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물적 기반 구축
•
한국과의 문화적 교류
관계 구축 및 발전
1997년부터 크즐오르다 주
사회연합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기본시설로 사립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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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истории Казахстана и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 Укрепление и сохранение межэтнического согласия;
• Привлечение молодёжи и детей к
конкретным действиям, проводимым Ассоциацией, формирование 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патриотизма;
•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и материальной
базы для возр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 Устано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с Кореей.
Ресурсную базу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с 1997 г. составляет частная школа танцев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Алекс», где
проводятся все мероприятия ассоциации.
При Доме дружбы находятся офис, молодёжный центр и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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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ызылординское ООО «АКК» проводит
разнообразные общественно значимые
культурно-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Сольналь), День
единства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День Победы,
Международный женский день, Наурыз,
День защиты детей; вечер памяти «Печаль
моя светла», посвящённый людям, которые стояли у истоков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а также тем, кто внёс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области. Кроме того,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организовываются
акции, посвящённые героям Кореи – Хон
Бом До и Ге Бон У– с участием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азахстане; конкурсы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Арымдаун хангуго» (красивый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конкурс
школьников «Юный лидер»; шахматные
турниры, концерты, выставки обычаев
и традиций,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стюмов,
кухни и т.п.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ится День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са.
Филиал проводит акцию «Отзывчивое сердце» для сбора средств на
лечение инвалидов I группы, организует посещение детей с девиантным поведением и проведение совместных с
ними концертов.
Ключевые проекты областной ассоциации:
• В 2014 г. был реализован проект
«Дни культуры Кызылорд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с приглашением гостей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и
артистов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 В 2015 г. – проект «Семейное долголетие» в формате конкурса-встречи
с семейными парами, которые прожили в браке более 50 ти лет.
Ветераны коре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области: Ни Ксения Христофоровна, Ким Афанасий Григорьевич, Ким
Юрий Фёдорович, Цой Марья Васильевна, Юн Полина Михайловн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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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학교 「알롁스」의 건물이 사용되고 있으
며, 이곳에서 본 단체의 모든 행사들이 이루
어지고 있다. 또한 돔 드루쥐븨(친선회관) 건
물에 사무실과 청년회, 원로회 본부가 입주
해 있다.
오늘날 크즐오르다 주 사회연합 「카자흐
스탄 고려인 협회」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대
형 문화 행사들을 다각적으로 주최하고 있으
며, 대표적으로는 설날, 한민족의 날, 카자흐
스탄 민족 화합의 날, 전승절, 국제 여성의 날,
나우르즈, 아동 보호의 날, 고려인 협회의 선
구자들과 지역 경제에 공헌한 이들을 기리
는 추모의 밤 「뻬촬 마야 스볘틀라 («Печаль
моя светла», - 나의 슬픔은 밝네)」 등이 있
다. 그 외에도 홍범도, 계봉우 등 한민족의 위
인들을 기리는 행사 또한 주카자흐스탄 대한
민국 대사관의 참여 하에 정기적으로 개최되

고 있으며 한국어 경연대회 「아름다운 한국
어」, 전국 학생대회 「유늬 리제르(청소년 리
더)」, 체스 토너먼트 대회, 각종 콘서트, 한민
족 풍습•전통•의상•음식 관련 전시회 등도 꾸
준히 열리고 있다.
본 단체는 또한 1급 장애인들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자선행사 「앗즵취보예 쎼르쩨
(«Отзывчивое сердце», - 따뜻한 마음씨)」
를 개최하고 있으며, 일탈청소년 및 어린이들
을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무대를 꾸
미는 합동 콘서트를 열고 있다.
크즐오르다 주 사회연합 「카자흐스탄 고
려인 협회」가 실현한 주요 프로젝트들은 다
음과 같다:
• 2014년 - 「크즐오르다 고려인 공동체
문화의 날 («Дни культуры Кызылорд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행사를 카
자흐스탄 전역 귀빈들과 고려극장
예술 공연단을 초청한 가운데 개
최.
•
2015년 – 결혼생활 50
년차 이상의 기혼커플들 간 경연
대회 형식의 행사 「가정의 장수
(«Семейное долголетие»)」 개최.
오늘날 크즐오르다 주 고려
인 운동의 원로들로는 니 크쎼니
야 흐리스토포로브나, 김 아파나시
그리고리예비치, 김 유리 표도로비
치, 최 마리야 바실리예브나, 윤 뽈
리나 미하일로브나, 리 조야 블라
지미로브나, 김 소피야 니꼴라예
브나, 쉐가이 미하일 다닐로비치,
엄 게오르기 게오르기예비치, 계
학림 등의 인물들이 있으며, 이들
은 고려인 공동체의 청년들에게 다
각적인 지원과 직업적 조언을 아
끼지 않고 있다. 원로회의 대표는
최 마트볘이 니꼴라예비치(Цой
Матвей Николаевич)이다.
크즐오르다 주 사회연합 「카
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임원회
일원들인 박 올렉 빅또로비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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Ли Зоя Владимировна, Ким Софья Николаевна, Шегай Михаил Данилович, Эм Георгий Георгиевич, Ге Хак Рим и другие – оказывают молодёжи всяческую поддержку и
неустанно делятся свои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опытом.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возглавляет
Цой Матвей Николаевич.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работе Кызылорди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принимают члены
правления: Пак Олег Викторович, Ким
Юрий Фёдорович, Пен Роман Алексеевич,
Ким Лидия Алексеевна, Шек Виталий Миронович, Ким Герман Степанович, Чагай
Руслан Петрович, Хен Вячеслав Афанасьевич, Ким Лев Николаевич, Шин Вилорий
Николаеви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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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се мероприятия филиала
проводятся при участии молодёжного крыла. Председателем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Молодё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Кызылординской области» является инициативный организатор Пак
Валерий.
При Кызылорди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функционируют: вокальная
группа «Хальмони», исполняющая корейские народные песн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Хегай Ляны Семёновны;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й ансамбль «Алекс»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Ким Юлии Леонидовны; инструментальная группа «Самульнори»,
огромное содействие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и развитии которой оказала
студия корейского традицио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Танулим» (г. Алматы) и
её бессм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Пак
Александр.
В 2010 г.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й
коллектив Ассоциации занял 1-е
место в конкурсе «Все краски танца» в г. Байконыре; Хегай Р. получила Гран-при на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м конкурсе песни «Ариран»
в г. Алматы.
В своё время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работ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принимали сотрудники детского сада «Кымдори»,
созданного по инициативе филиала, заведующей которым была Нам Марина Васильевна.
Филиал тесно сотрудничает с корейскими миссионерскими церквями «Любовь» и «Надежда».
Кызылординское ООО «АКК» и его
активные участники решают серьёзные
задачи в сфере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языка и традиций,
в реализации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проектов обла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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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표도로비치, 편 로만 알롁셰예비치, 김
리지야 알롁셰예브나, 쉑 비딸리 미로노비치,
김 게르만 스쩨빠노비치, 차가이 루슬란 뼤
뜨로비치, 현 뱌체슬라브 아파나시예비치, 김
례브 니꼴라예비치, 신 빌로리 니꼴라예비치
등은 본 연합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오늘날 본 단체의 모든 행사들은 청년부
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본 「크즐오르
다 주 고려인 청년협회」의 회장은 본 청년협
회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박 발레리(Пак
Валерий)이다.
크즐오르다 주 사회연합 「카자흐스탄 고
려인 협회」 내에는 허가이 랴나 셰묘노브나
(Хегай Ляна Семеновна)가 이끄는 민요 합
창단 「할머니」, 김 율리야 례오니도브나(Ким
Юлия Леонидовна)가 지도하는 무용단 「알
롁스」, 알마티 시 소재의 한민족 전통 예술 스

튜디오 「단울림」 및 그 원장 박 알롁산드르
(Пак Александр)의 큰 도움과 협조 하에 훈
련과 결성이 이루어진 합주단 「사물놀이」 등
의 예술 공연단들이 활동하고 있다.
본 연합의 무용단 「알롁스」는 2010년 바
이코누르 시에서 개최된 경연대회 「프셰 크
라스끼 딴짜 («Все краски танца, - 춤의 모
든 색채들)」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같은
해 허가이 R.은 알마티 시에서 진행된 전국
노래 경연대회 「아리랑」에서 대상을 수상하
였다.
한때 크즐오르다 주 고려인 협회가 수행
하는 활동에는 본 단체의 주도로 설립되었던
어린이집 「금돌이」가 활발한 참여를 하였다.
「금돌이」의 원장직은 남 마리나 바실리예브
나(Нам Марина Васильевна)가 수행했다.
크즐오르다 주 사회연합 「카자흐스탄 고
려인 협회」은 또한 한국 선교단들이 설립한 「
류보비(«Любовь», - 사랑)」
및 「나제쥐다(«Надежда»,
- 소망)」 교회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오늘날 크즐오르다 주
사회연합 「카자흐스탄 고려
인 협회」와 파트너들은 한
민족 문화•언어•전통의 발
전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
들과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 중대한 프로젝트들
의 실현에도 활발히 참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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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СКО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ЧОСОН» МАНГИСТАУСКОЙ ОБЛАСТИ
В Мангистау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живает
более 80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действует 21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работают
воскресные школы, где изучаю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рейский,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и,
чтят традиции, обычаи своего и других этносо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земле Казахстана.
В Мангистауской области сейчас проживает более 800 корейцев. Благодаря своему
врождённому трудолюбию,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сти,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у и организаторским способностям они внесли весомый вклад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своим добросовестным
трудом завоевали авторитет и уважение
среди земляков.
Осенью 1989 г. был создан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рейский центр «Чосон». Год спустя
в городе Алматы образовалась Республикан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Казахстана,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вошёл в её состав.
В разные периоды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Чосон» во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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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лавляли люди самых разных профессий,
но схожие в желании объединить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 разбросанный в силу исторически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Первы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стал заслуженный финансист РК, почётный гражданин города Актау Пак Андрей
Пондюнович. Вторы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был
банкир Ли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 На этом
посту его сменил геофизик Ким Владимир
Петрович. Затем на эту должность вступил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Цой Сергей Леонидович. А следующи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стал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Ким Феликс Ильич.
С 2006 г. корейско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Чосон» возглавляет Маденова–Хван Раиса Ивановна.
Ее общий трудовой стаж составляет
47 лет, из них 43 года отданы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аиса Ивановна ведёт
активн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работу в Мангистауской области. Является членом ОЮЛ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членом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члено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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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망그스타우 주 사회연합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 『조선』’
오늘날 망그스타우 주(Мангистауская
область)에는 80개 이상의 민족들이 살아가
고 있으며 21곳의 민족문화 연합들이 활동하
고 있다. 또한 카자흐어•한국어•영어 등을 배
우고 자민족의 전통과 풍습 등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주일학교들이 존재한다. 현재 망
그스타우 주에는 800명 이상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한민족 특유의 근면성, 온정,
유능함, 그리고 기획력을 바탕으로 고려인들
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크게 기
여해왔으며, 정직한 사회활동을 통해 같은 땅
위에서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권위
와 존경을 받고 있다.
1989년 가을, 고려인 민족센터 『조선』이
설립되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알마티 시에서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화센터 공화국 협회」
가 창립되었으며, 고려인 민족센터 『조선』은
본 협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다양한 시기에 걸쳐 민족문화센터 『조
선』을 이끌어온 수장들은 모두가 다른 직종
의 종사자들이었지만 역사에 의해 제각기 흩
어진 한민족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마
음만큼은 상통하였다. 본 민족문화센터의 초
대 회장으로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공훈 재
무관이자 악타우 시 명예시민인 박 안드례
이 봉주노비치(Пак Андрей Пондюнович)
가 추대되었다. 두번째 회장으로는 은행가
리 블라지미르 니꼴라예비치(Ли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가 선출되었으며, 이어 지구
물리학자인 김 블라지미르 뼤뜨로비치(Ким
Владимир Петрович)가 그 자리를 물려받았
다. 다음 회장으로는 실업가 최 셰르계이 례
오니도비치(Цой Сергей Леонидович)가 부
임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실업가 김 펠릭스
일이치(Ким Феликс Ильич)가 회장직에 선
출되었다.
2006년부터는 민족문화센터 『조선』의
회장직을 마제노바-황 라이사 이바노브나
(Маденова–Хван Раиса Ивановна)가 맡아
수행하고 있다. 그녀는 47년의 근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43년을 교사로서 활동

하며 보냈다. 라이사 이바노브나 회장은 오늘
날 망그스타우 주 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
치고 있다. 그녀는 「법인연합 카자흐스탄 고
려인 협회」의 회원이자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의원이며, 망그스타우 주 공위회 임원회의 일
원이자 공공중재자로 활동하고 있다. 「쿠르
몟」 국가훈장과 I. 알튼사린(И. Алтынсарин)
배지 수훈자이며 「브를릑」 금메달 및 기타 다
양한 메달과 훈장들을 수상한 바 있다.
악타우 시에서 살아가며 인간적, 직업적
으로 많은 존경을 받고 망그스타우 주의 발
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이들을 떠올려 보고
자 한다:
• 망그스타우 주 고려인 문화센터
의 초대 회장 박 안드례이 봉주노비치(Пак
Андрей Пондюнович), 카자흐스탄 공화국
공훈 재무관이자 악타우 시 명예시민.
• 자신의
이름을
카스피해
지역
에 널리 떨친 최초의 저명한 고려인 석유
업자 오가이 끼포니 학세니예비치 (Огай
Кипони Хаксениевич). 「오가이」 유전
(месторождение «Огайское»)의 명칭은 그
의 성을 본뜬 것이다.
• 망그스타우 주 변호사협회의 초대 협
회장 김 니꼴라이 제니소비치(Ким Николай
Денисович).
• 망그쉴락(Мангышлак, 현 망그스타
우) 주 수석 설계자. 17년 이상 망그스타우 주
와 악타우 시를 위해 근면히 활동한 황 아나똘
리 표도로비치(Хван Анатолий Федорович).
• 카자흐스탄 공화국 보건 분야의 모범
일꾼이자 복합 의료센터 「녜이론(«Нейрон»)
」의 설립자 차가이 보리스 기세보비치(Чагай
Борис Гисебович).
• 좌나오젠(Жанаозен) 시 소재 유한책
임회사 「몌지쯰나(«Медицина»)」의 설립자
이자 대표인 신 블라지슬라브 안드례예비치
(Шин Владислав Андреевич).
한편 오늘날의 망그스타우 주와 고려인
민족문화연합 『조선』의 대표적인 고려인 인
물들로는 많은 시민들의 건강과 삶에 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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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зидиум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cовета и общественным медиатором Мангистауской
области. Награждена орденом «Құрмет»,
нагрудным знаком им. И. Алтынсарина, золотой медалью «Бірлік» и другими медалями и грамотами.
В городе Актау жили и работали корейцы, уважаемые люди, замечатель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которые внесли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Мангистау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первый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Пак Андрей Пондюнович, заслуженный финансист РК, почётный
гражданин города Актау; первый известный нефтяник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увековечивший своё имя на земле
Прикаспия – Огай Кипони Хаксениевич (в
его честь названо месторождение «Огайское»); первый председатель Мангистауской областной коллегии адвокатов Ким
Николай Денисович; главный архитектор
Мангышлакской области, более 17 лет
прослуживший области и городу из «белого камня» – Хван Анатолий Фёдорович;
отличник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К, основатель
многопрофи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центра
«Нейрон» – Чагай Борис Гисебович; основатель и руководитель ТОО «Медицина»
г. Жанаозен – Шин Владислав Андреевич.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ярки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Чосон» и Мангистауской области
являются замечательные врачи, которым
многие горожане обязаны не только здоровьем, но и жизнью: нейрохирург Чагай
Борис Андреевич, хирург Пак Валерий
Трофимович, гинеколог Шин Владислав
Андреевич,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Ким Джульетта Анатольевна. А также советник ТОО
«Каспиан Оффшор Контракшн» Мун Олег
Сергеевич, награждён нагрудным знаком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и коммуникаций РК; инженер предприятия «Казтуркмунай» Ян Давид Геннадьевич, награждён
орденом «Знак Почёта» в 1980 г.; директо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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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ктауского филиала ТОО «Мунай-Сервис»
Цой Валерий Яковлевич, награждён медалью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Казахстана»; член Совета матерей
Мангистауской области Цхай Зоя Даниловна; директор кафе «Уют» Нюгай Искра Моисеевна; судья областного суда в отставке
Ким Валентина Николаевна, награждена
Почётным знаком «Үш Б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основатели сети оптик «Доверие» Тен
Моисей и Тян Лилия Николаевна.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корейскому этнокультурн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Чосон» в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оведении любых мероприятий оказывают старейшины: Лагай Анна
Григорьевна (занесена в «Золотую книгу
Казахстана», удостоена доски Почёта ВДНХ
СССР), Ким Эхман Авенирович, Ян Давид
Геннадиевич, Ян Алла Григорьевна, Хван
Юрий Николаевич, Хван Жанна Алексеевна, Цхай Зоя Даниловна, Ли Лидия Алексеевна, Сидорова Тамара Михайловн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и молодёжь: Тен Моисей,
Тян Лилия Николаевна, Мун Олег Сергеевич, Нюгай Искра Моисеевна, Тен Андрей
Владимирович, Эм Александр Юрьевич,
Айтпаева-Ким Юлия Эдольевна, Ли Олег
Ефимович, Ли Лариса Витальевна, Цай Виталий Андреевич, Ким Инна Германовна,
Огай Антонина Вячеславовна, Цой Тимур,
Ким Ирина, Башкатова Александра, Абдулова Вера, Мин Константин, Тен Сергей и др.
В совет ЭКО входят: Цой Валерий Яковлевич, Ян Давид Геннадиевич, Цхай Зоя
Даниловна, Тян Лилия Николаевна, Нюгай
Искра Моисеевна, Айтпаева-Ким Юлия
Эдолиевна, Тен Андрей Владимирович,
Огай Антонина Вячеславовна, Ким Ирина.
Благодаря их плодотворной работе
актау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водят много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городского и областного значения, а также принимаю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проектах: «Время, События, Люди», «Живая память», «Во имя
будущего», «Помнить и не забыва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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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업을 가진 뛰어난 기량의 의사들을 꼽을
수 있다. 신경외과 전문의 차가이 보리스 안
드례예비치(Чагай Борис Андреевич), 외과
의사 박 발레리 뜨로피모비치(Пак Валерий
Трофимович), 산부인과 의사 신 블라지
슬라브
안드례예비치(Шин
Владислав
Андреевич), 내과의사 김 줄리에따 아나똘
리예브나(Ким Джульетта Анатольевна)가
그들이다. 또한 다른 분야의 종사하는 대표
인물들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교통•통신부 수
여 배지 수훈자인 유한책임회사 「Caspian
Offshore Construction」의 고문 문 올렉 세
르계예비치(Мун Олег Сергеевич), 1980
년 국가훈장 「즈낙 빠쵸따(«Знак Почета»)
」 수훈자이며 기업 「KazTurkMunai」의 엔
지니어 양 다비드 곈나지예비치(Ян Давид
Геннадьевич), 카자흐스탄 석유가스 부문
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수여 메달
을 수상한 유한책임회사 「Munai-Service」
의 악타우 시 지부장 최 발레리 야꼬블례비
치(Цой Валерий Яковлевич), 망그스타우
주 어머니회 일원 채 조야 다닐로브나(Цхай
Зоя Даниловна), 카페 「Uyut」 사장 뉴가
이 이스크라 모이셰예브나(Нюгай Искра
Моисеевна), 현재는 은퇴한 전 주 지방 법원
판사 출신이며 국가훈장 「우쉬 비(«Үш Би»)
」 수훈자인 김 발롄찌나 니꼴라예브나(Ким
Валентина Николаевна), 실업가이며 안경
전문점 체인 「Doveriye」의 창업주인 텐 모이
셰이(Тен Моисей)와 장 릴리야 니꼴라예브
나(Тян Лилия Николаевна)등이 있다.
원로회는 고려인 민족문화연합 『조선』
이 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많
은 도움을 주고 있다. 「카자흐스탄 황금서
(«Золотая книга Казахстана»)」 및 「소비에
트 연방 VDNKh 명예의 벽」에 등재된 바 있
는 라가이 안나 그리고리예브나(Лагай Анна
Григорьевна)를 필두로 김 에흐만 아베니로
비치, 양 다비드 겐나지예비치, 양 알라 그리
고리예브나, 황 유리 니꼴라예비치, 황 좐나
알롁셰예브나, 채 조야 다닐로브나, 리 리지
야 알롁셰예브나, 시도로바 따마라 미하일로
브나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실업가들과 청년층의 대표 인물들로는
텐 모이셰이, 장 릴리야 니꼴라예브나, 문 올
렉 셰르계예비치, 뉴가이 이스크라 모이셰예
브나, 텐 안드례이 블라지미로비치, 엄 알롁
산드르 유리예비치, 아이트빠예바-김 율리야
에돌리예브나, 리 올레그 예피모비치, 리 라
리사 비딸리예브나, 채 비딸리 안드례예비치,
김 인나 계르마노브나, 오가이 안또니나 뱌체
슬라보브나, 최 찌무르, 김 이리나, 바쉬카또
바 알롁산드라, 압둘로바 볘라, 민 꼰스딴찐,
텐 셰르계이 등이 있다.
고려인 민족문화연합 『조선』의 임원회는
최 발레리 야꼬블레비치, 양 다비드 겐나지예
비치, 채 조야 다닐로브나, 장 릴리야 니꼴라
예브나, 뉴가이 이스크라 모이셰예브나, 아이
트빠예바-김 율리야 에돌리예브나, 텐 안드례
이 블라지미로비치, 오가이 안또니나 뱌체슬
라보브나, 김 이리나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효율적인 업무 덕분에 악타우 시
의 고려인들은 다양한 시 및 지역 행사들과
「브례먀, 소븨찌야, 류지(«Время, События,
Люди», - 시간, 사건들, 사람들)」, 「쥐바야 빠
먀찌(«Живая память», - 살아있는 기억)」, 「
보 이먀 부두쒜보(«Во имя будущего», -미
래의 이름으로)」, 「뽐니찌 이 녜 자븨바찌
(«Помнить и не забывать – 기억하고 잊
지 않기)」, 「즈다로비예 나쯰이 – 보갓스트
보 스뜨라늬(«Здоровье нации – богатство
страны», - 국민의 건강은 국가의 부)」와 같
은 프로젝트들, 그리고 이외에도 전국 태권도
대회, 「모국어의 날」 일환으로 개최되는 전국
글짓기 경연대회 「야 즈나유 카자흐스끼 야
즥(«Я знаю казахский язык» - 나는 카자흐
어를 할 줄 알아요)」 및 「마야 로지나 - 카자
흐스탄 («Моя родина – Казахстан», - 나의
고향은 카자흐스탄)」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고려인 민족문화연합 『조선』은 설날, 추
석, 어버이날, 「뜨라지쯰이 이 아븨챠이 취찜
(«Традиции и обычаи чтим», - 전통과 풍
습을 기리세)」 등의 민족 명절들을 매년 기념
하고 있으며, 한국 영화제 개최에도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다.
본 고려인 민족문화연합은 청년부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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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доровье нации – богатство страны», в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таэквондо, в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конкурсах
на лучшее сочинение «Я знаю казахский
язык», «Моя родина – Казахстан», в конкурсах, посвящённых Дню родного языка
и других.
Корейское ЭКО ежегодно отмечает
национальные праздники: Новый год по
Восточ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льналь), праздник урожая «Чусок», «День родителей»,
«Традиции и обычаи чтим» и др, а также
активно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в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оведении фестиваля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в Казахстан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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ЭКО «Чосон» вместе с молодёжным
крылом ежемесячно проводит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е акции: «Посади именное дерево», «Подари ребёнку книгу и игрушку»,
«Делай добро», «Дорога в школу», «Помоги ближнему».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на протяжении 5 лет помогает
двум многодетным семьям одеждой, продуктами, школьными принадлежностями,
устройством детей в детский сад и на работу и т.д., кроме этого принимае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акциях
«Жомарт журек» и «АНК – 20 добрых дел»,
а также в областных и городских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х акциях.
В 2017 г. отмечалось 80
летие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и 25 летие корейского ЭКО Мангистау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м собрании в драматическом театре
им. Жантурина все свидетели депортации 1937 г., проживающие в регионе,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грамотами и
ценными подарками от президента ОЮЛ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Огая
С.Г., Чрезвычайного и полномочного пос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азахстане Ким Дэ
Сика и акима Мангистауской
области Тугжанова Е.Л. После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собрания силами артис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музыкальной комедии
был дан замечательный концерт.
Жители
Мангистауской
области гордятся тем, что 12
августа 2018 г. в горде Актау
прошёл V Международный

30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께 매월 「빠싸지 이몐노예 제례보 («Посади
именное дерево», - 이름 나무를 심어라)
」, 「빠다리 례뵨꾸 크니구 이 이그루쉬꾸
(«Подари ребенку книгу и игрушку», - 아
이에게 책과 장난감을 선물하자)」, 「젤라이
도브로 («Делай добро», - 선행을 실천해)
」, 「다로가 브 쉬꼴루 («Дорога в школу»,
- 학교로 향하는 길)」, 「빠마기 블리쥐녜무
(«Помоги ближнему», - 네 이웃을 도와라)」
등의 자선행사를 치른다. 또한 본 단체는 자
녀를 많이 둔 두 저소득층 가정들을 지난 5
년 동안 의류, 생필품, 학용품 등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아이들의 어린이집 취학과 부
모의 취업 활동 또한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전국 자선행사인 「조마르트 주롁 (Жомарт
журек, - 넉넉한 마음)」 및 「드바드짜찌 도브
릐흐 젤 («АНК – 20 добрых дел», - 카자흐
스탄 민족회의 – 스무가지 선행)」 등에도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7년에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80
주년 기념 행사와 망그스타우 주 고려인 민족
문화연합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가 진행되었
다. 이 기념일들의 행사가 진행된 잔투린 드
라마 극장(театр им. Жантурина)에서는 본
지역 거주 고려인들 중 1937년 강제이주를
직접 겪었던 이들을 대상으로 한 훈장 및 기
념선물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법인연합 「카
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오가이 셰르계이
협회장과 김대식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

사, 뚝좌노프 E.L. 망그스타우 주 행정부장이
본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상훈들을 수여하였
다. 행사는 국립 공화국 아카데미 고려인 음
악 희극장 소속 예술 공연단의 무대로 꾸며진
멋진 콘서트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망그스타우 주 주민들은 2018년 8월 12
일 악타우 시에서 제 5회 카스피해 연안 5개
국 정상회의가 열렸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
고 있다. 이 국제행사에는 나자르바예프 N.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과 알리예프 I. 아
제르바이잔 대통령, 루하니 H. 이란 대통령,
푸틴 V. 러시아 대통령, 베르디무하메도프 G.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참석하였다.
본 정상회담에 앞서 나자르바예프 대통
령은 망그스타우 주 공동체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바로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마제
노바-황 라이사 이바노브나 회장 간에 대화가
오갔다. 대화의 내용은 아름다운 악타우 시와
시민들, 새롭게 단장한 「돔 드루쥐븨(친선회
관) 」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
예셰노프 카스피 국립 기술공학 대학교
(Касп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технологии и инжиниринга им. Есенова)에는 고려인 민족문화연합 『조선』의 참여
하에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학과가 개설되었
다. 새단장한 「돔 드루쥐븨」에는 주말학교들
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한곳에서는 한국어
및 한민족 문화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
다. 고려인 민족문화연합 『조선』은 본 주말학
교 교실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고 있다.
2019년은 ‘청
년의 해’로 선포된
바 있다. 본 고려
인 민족문화연합의
청년들은 「젤라보
이 클룹(«Деловой
клуб», - 실무클럽)
」을 조직하고 망그
스타우 주 카자흐
스탄 민족회의 지
부의 구성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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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аммит Прикаспи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с участием пер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зарбаева Н., глав государств:
Азербайджана – Алиева И., Ирана – Рухани
Х., России – Путина В. и Туркменистана –
Бердымухамедова Г.
Перед саммитом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Елбасы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области, где
произошёл разговор между Назарбаевым
Н.А. и Маденовой-Хван Р.И. о замечательных людях, о красивом городе и новом
прекрасном Доме дружбы.
В Каспий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технологии и инжиниринга им.
Есенова при участии активистов ЭКО открылась кафедра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В новом Доме дружбы работают
воскресные школы, в одной из которых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у.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Чосон» оказывает активную помощь в её работ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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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год был объявлен Годом молодёжи. Молодёжь корейского ЭКО создала
«Деловой клуб», вошла в состав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Мангистау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ализует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помогают
детям-инвалидам, сиротам, многодетным
и пожилым людям.
За вклад в укрепление межэтнического и межкон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огласия и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жизни города и области
корейское ЭКО «Чосон» награждено грамотами 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от акимов области и города. Многие члены
объединения удостое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наград.
Сегодня корейское ЭКО «Чосон» ясно
видит свою роль и значение в АНК и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 свою активную работу по
консолидации и созиданию нашей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Родины –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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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어린이, 고
아,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노인들을 지원하
는 프로젝트들을 실현하고 있다.
고려인 민족문화연합 『조선』은 민족•종
교간 화합의 강화에 일조하고 시•주 공동체
행사들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온 공로로 망그
스타우 주 행정부 및 악타우 시청이 수여하는
훈장들과 감사장들을 수상하였으며, 본 단체

의 많은 일원들 또한 정부 수여 상을 받았다.
오늘날 고려인 민족문화연합 『조선』은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의 일부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여 수행하며 향후에도
화합과 창조의 카자흐스탄 사회를 건립하기
위해 적극적이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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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ПАВЛОДАРСКИЙ ОБЛАСТНОЙ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КОХЯНГ»»
По статистическим данным 2019 г.,
в Павлодар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живает 1078
корейцев.
В мае 1990 г. состоялась учредитель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авлодарской област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сесоюзной ассоциац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ней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гла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У истоков создания центра стояли: Ким
Анатоли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Цой Наталья
Алексеевна, Цой Роза Митрофановна, Ким
Валентин Васильевич, Ногай Олег Петрович, Ким Галина Ивановна, Ермолаева Ким
Нина Михайловна, Югай Жанна Иннокентьевна, Эм Моис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Цой
Вольмир Семёнович, Ким Лев Борисович,
Ни Юрий Андреевич, Тен Виктор Григорьевич, Магай Альберт Николаеви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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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ервым руководителем организации
стал начальник конструкторского бюро
Павлодарского тракторного завода Ли Лев
Васильевич (с 1990 г. по 1991 г.). Вторы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был начальник областного отдела института «Казремжилстрой»,
впоследствии руководитель городского
центра недвижимости Ким Анатоли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с 1991 г. по 1992 г.). Усилия
энтузиастов увенчались успехом. При содействии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поездки в КНДР и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авлодарской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первые побывали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Это стало прорывом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амоопределении
людей.
В 1993 г. был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Павлодарский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который возглавил Цой Вольмир
Семёнович.
В 1995 г. центр вошел в состав областной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В 1997 г. был реорганизован в филиал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авлодар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ле вхождения в состав областной АНК
и РОО АКК работа активизировалась,
члены центра почувствовали свою значимость и силу, свою причастность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ов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и 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 2000 г. областной филиал возглавила Пак Аделаида Борисовна.
Совместно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ами и учреждениями области работа
центра велась и ведётся в русле укрепления мира, согласия, толерантности
и единства всех этносов, живущих в Казахстан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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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사회연합 『파블로다르 주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2019년의 통계에 따르면 파블로다르 주
(Павлодарская область)에 거주하는 고려인
인구는 1천 78명이다.
1990년 5월, 「파블로다르 주 전 소비에트
고려인 협회 단체(Павлодарская област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Всесоюзной ассоциац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의 창립 회의가 개최
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단체의 향후 주요 방
향성에 대한 사안들이 논의되고 결정되었다.
이 고려인 문화센터의 창립 과정에는 김 아
나똘리 꼰스딴찌노비치, 최 나딸리야 알롁셰
예브나, 최 로자 미뜨로파노브나, 김 발롄찐
바실리예비치, 노가이 올렉 뼤뜨로비치, 김
갈리나 이바노브나, 예르몰라예바-김 니나 미
하일로브나, 유가이 좐나 인노껜찌예브나, 엄
모이셰이 알롁산드로비치, 최 볼미르 셰묘노
비치, 김 례브 보리소비치, 니 유리 안드례예
비치, 텐 빅또르 그리고리예비치, 마가이 알
베르트 니꼴라예비치 등의 인물들이 함께하
였다.
본 단체의 초대 지도자로 추대된 이는 파
블로다르 트랙터 공장 설계 사무국장 리 례
브 바실리예비치(Ли Лев Васильевич)였다.
그는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본 문화센터의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연구

소 「카즈렘쥘스트로이 («Казремжилстрой»)
」의 주(州) 분회장이며 후에 시 부동산 센터
의 장(長)으로 활동하게 되는 김 아나똘리 꼰
스딴찌노비치(Анатоли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가 2대 회장으로 부임하여 1991년부터 1992
년까지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 시기 본 고려
인 단체 회원들의 활동은 점차 노력의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공화국 협
회와 손잡고 추진한 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및 대한민국 방문이 현실화 되었으며
파블로다르 주 고려인 공동체의 대표들은 처
음으로 그들의 역사적 고국에 발을 내딛게 되
었다. 이 사건은 고려인 사회 구성원들의 민
족 정체성에 한차례 도약이 이루어지는 계기
가 되었다.
1993년 본 단체는 「파블로다르 고려
인 문화센터(Павлодарский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라는 명칭으로 정식 등
록되었으며, 새 회장직은 최 볼미르 셰묘노
비치(Цой Вольмир Семенович)가 맡았다.
1995년 「파블로다르 고려인 문화센터」
는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파블로다르 주 지부
의 구성원이 되었다. 또한 1997년에는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며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파블로다르 주 지부」로 정식명칭 또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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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собым событием для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са стало празднование 70 летия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Главным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й была
республикан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2 мая 2007 г. в Павлодаре
прошёл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широкомасштабного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праздника,
в программе которого было несколько
проектов, один из них – проект «Память»,
посвящённый чествованию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которому
выпали все тяготы и трудности далеких
лет, и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му сегодняшнее
поколение живёт, созидая, творя и побеждая. Эти мероприятия на долгие годы
останутся в памяти все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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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 2013 г. корейским этнокультурным
объединением руководит Тян Руслан Николаевич. В Совет правления входят: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Афанасьева (Ким)
Р.С., члены – Ким Е.К, Пац Г.Н., Мун Б.Н., Антонова Е.И., Пак А.
Корейско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принимае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о всех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областных и городс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торых является Ассамблея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Павлодарской области: День благодарности,
«Наурыз», День единства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День памяти жертв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летний фестиваль «Живём в семье единой», летний фестиваль современной популярной музыки K-POP, День Конституции РК, Ден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языка,
День Независимости и др.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филиала:
• Сохранение языка,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ы и традиций;
• Обеспечение преемственности поколений, поддержка молодёжи;
• Созда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базы и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льных
центров в регионе области;
• Укрепление и сохранение
межэтнического согласия;
• Устано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Трудолюбие и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сть, организаторские способности и высокий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позволяют корейцам вносить весомый вклад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Своим добросовестным трудом они
завоевали авторитет и уважение в
Павлодарском Прииртышье. Многих из них уже нет среди нас, но
земляки с любовью и благода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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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본 고려인 문화센터가 카자흐스탄 민
족회의 파블로다르 주 지부 및 카자흐스탄 고
려인 협회의 일원이 되고 난 후 본격적인 업
무 활성화가 시작되었으며 회원들은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이 가지는 중요성과 힘의 영향
력을 절감하고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사회 건
설에 있어 각자의 참여가 실로 중요함을 느끼
게 되었다.
2000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파블
로다르 주 지부」는 박 아델라이다 보리소브
나(Пак Аделаида Борисовна)를 새로운 지
도자로 맞이하였다. 본 단체가 정부 기관들
및 지역 관청들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들
은 카자흐스탄에서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 간
의 평화, 화합, 관용, 그리고 단합의 강화를 도
모하기 위해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현재에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70주년 기념 행
사는 카자흐스탄의 한민족에게 중대한 사건
으로 기록되었다. 본 행사의 주요 주최자 역
할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공화국 협회가 담당
하였다. 2007년 5월 2일 파블로다르 시에서
대규모 전국 행사의 일환으로서 진행되는 지
역 행사가 열렸다. 본 지역 행사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중 하나는 강제이주가 일어났던 그때, 너무도
혹독했던 시기를 견뎌내야 했던 노년세대 -현
세대가 오늘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창조하
고,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한 바로 그 세대- 를
기리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취지의 프로
젝트 「빠먀찌(«Память», - 기억)」였다. 이 행
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고려인들의 기억 속
에 살아있을 것이다.
2013년부터는 장 루슬란 니꼴라예비치
(Тян Руслан Николаевич)가 본 고려인 민
족문화 연합을 이끌어오고 있으며, 본 단
체의 임원회는 부회장 아파나시예바 (김)
R.S.(Афанасьева (Ким) Р.С.)와 임원들 김
Y.K., Пац (что это за фамилия? Пан или
Пак?) G.N., 문 B.N., 안또노바 Y.I., 박 A. 로 이
루어져 있다.
오늘날 본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은 감
사의 날, 나우르즈, 카자흐스탄 민족 화합의

날, 정치억압 희생자 추모의 날, 여름축제 「
쥐뵴 브 셰미예 예지노이(«Живём в семье
единой», - 우리는 하나된 가족 안에서 살아
요)」, 여름 K-POP 축제,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의 날, 국어의 날, 독립기념일 등 카자흐
스탄 민족회의 파블로다르 주 지부가 주관하
는 모든 전국 및 지역•시 행사들에 활발히 참
여하고 있다.
본 민족문화 연합의 주요 활동 목적은 다
음과 같다:
• 한민족의 언어•역사•문화•전통의 보존
• 후속 세대로의 전통 계승과 청년층의
지원
• 경제적 기반 구축 및 주(州) 내 지역 문
화센터들의 발전
• 민족 간 화합의 강화 및 보존
• 국제 문화 교류 체계의 구축 및 발전
한민족 특유의 근면성과 선량함, 기획•추
진력과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파블로다르
주 고려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
의 사회•경제 분야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하
고 있으며, 정직한 사회활동을 통해 파블로다
르 전체 지역 사회에서 명예와 존경을 받고
있다. 일찍이 이곳에 정착하여 그러한 삶을
일구어냈던 사람들 중 이미 많은 이들이 세상
을 떠나고 없으나, 동향인들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억하며 기리고 있다. 이에
그 대표적인 이름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본 고려인 문화센터의 초대 회장 최 V.S.,
농장협회 협회장 김 A.C., 지역 수석 동력공학
전문가 텐 V.G., 대학교 강사 겸 저서 「믜 쥐비욤
브 빠블로다례 («Мы живём в Павлодаре»,
- 우리는 파블로다르에서 산다네)」의 저자 엠
M.A., 변호사 텐 O.D., 수학 교사 겸 심화교재
「마쩨마찌까 («Математика», - 수학)」 및 「
쁠라니메뜨리야 («Планиметрия», - 평면기
하학)」의 저자 김 V.S., 농업노조 지방위원회
위원장이자 공직 공훈자연금 수령자 김덕진,
소비에트 연방 무역 분야 모범 활동가이자 베
테랑 근로자 텐 R.G., 본 고려인 문화센터 부
회장으로 초창기 고려인 활동 전반을 주도적
으로 기획•실현한 열성활동원 최 R.M., 30년
이상 파블로다르 주 국가 수석 위생사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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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остью хранят в памяти их имена: первый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Цой В.С.;
глава ассоциации крестьянских хозяйств
Ким А.Ч.; главный энергетик области Тен
В.Г.; преподаватель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автор
книги «Мы живём в Павлодаре» Эм М.А.;
юрист Тен О. Д.; преподаватель математики, автор книг «Математика» (с решением
задач повышенной трудности), «Планиметрия» Ким В.С.; председатель райкома профсоюзов работников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ерсональный пенсионер Ким Дек Тин; отличник советской торговли, ветеран труда
Тен Р.Г.;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инициатор и организатор
многих начинаний, активистка центра Цой
Р.М.; более 30 лет проработавший главны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санитарным врачом
Павлодарской области, награждённый орденом «Знак Почёта» Ли П.Е.; заведующий
отделом п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у социальному страхованию Ким В.С.; экс-председатель
филиал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авлодарской области Пак А.Б. и др. Они внесли
неоценимый вклад в период станов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Мног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ередов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корейцев сейчас на заслуженном отдыхе – это учителя математики:
Шин Тамара Константиновна, Пак Белла Алексеевна, Ли Люция Фёдоровна, Ли Алла Евгеньевна,
Кан Лариса Алексеевна;
медици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Тин Васил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Искакова (Ли) Александра Сенчировна, Тен
Галина Андреевна. Будучи на пенсии, продолжают сво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рачи:
Когай Виталий Виссарионович, Ким Владисла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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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нстантинович, Ким Станислав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экономисты: Хан Виталий Афанасьевич, Старовойтова Светлана Андреевна, Ню Любовь Прокофьевна, Ли Римма
Сенненовна, Ким Элла Сенчуновна, Шегай
Галина Валентиновна, Ким Венера Андреевна; главный инженер «Павлодарэнергострой» Ким Валерий Елексеевич и
многие др.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Ноин Дан» – это
мудрость, уважение и честь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Павлодар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ет с 2006 г. возглавляет
Афанасьева (Ким) Раиса Самсоновна. Наши
ветераны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о всех проводим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организованных
активистами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проводят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е с
участием молодёжи, выступают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на областном канале телевидения,
радиовещания.
При Ассамблее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Павлодарской области в 2002 г. была открыта
школ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Главной задачей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является развитие и сохранение языка,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через воспитание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в лучших традициях своего этноса. Начинающие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овышают сво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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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명예의 배지」 수훈자인 리 P.Y., 국
가 사회보험부장 김 V.S.,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파블로다르 주 지부장 박 A.B. 등. 이들
모두는 본 고려인 연합의 형성기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공헌을 하였다.

과거 열정적으로 왕성히 직
업활동에 매진해왔던 지식인 계
층의 많은 고려인들이 이제는
그 결실에 합당한 휴식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
학자이자 교사로 활동했던 신
따마라 꼰스딴찌노브나, 박 벨
라 알롁셰예브나, 리 류쯰야 표
도로브나, 리 알라 예브계니예
브나, 강 라리사 알롁셰예브나;
의료계에 종사했던 진 바실리
알롁산드로비치, 이스까코바 (
리) 알롁산드라 센치로브나, 텐
갈리나 안드례예브나; 연금 수
령자의 신분으로 여전히 의사로
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고가
이 비딸리 비사리오노비치, 김
블라지슬라브 꼰스딴찌노비치,
김 스따니슬라브 꼰스딴찌노비
치; 경제 전문가로 활동했던 한
비딸리 아파나시예비치, 스따로
보이또바 스베틀라나 안드례예
브나, 뉴 류보비 쁘로코피예브
나, 리 림마 셴녜노브나, 김 엘라
센추노브나, 쉐가이 갈리나 발
롄찌노브나, 김 볘녜라 안드례
예브나; 「Pavlodarenergostroy」
의 수석 엔지니어 김 발레리 옐
렉셰예비치 외 다수의 인물들이
있다.
원로회 「노인단」은 본 파블
로다르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
합의 지혜•존엄•명예와도 같은
존재이다. 본 원로회는 2006년
부터 아파나시예바 (김) 라이사
삼소노브나 (Афанасьева (Ким)
Раиса Самсоновна)가 이끌어
오고 있다. 원로회의 구성원들
은 본 민족문화 연합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
들에 참여하고 있으며,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
접 한식 요리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기도 하
고 지역 TV 및 라디오 방송들에 초청받아 출
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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уровень на уроках и проходят тестирование в Центре образования при Посоль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 Нур-Султане. Для
учащихся школ организован летний лагерь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2000 г. был создан молодёжный
центр. Сегодня председателем молодёжного центра является Ли Сергей. Молодёжь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принимае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оводимых координационным советом молодёжного движения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Павлодар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олодёжи старше 30 ти
лет работают в разных сферах и принимаю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деятельности филиала.
В корейском этнокультурном объединении функционируют женская вокальная
группа «Ариран», молодёжная вокальная группа «Кымпитсори», (руководитель
Идрисова З.К.), вокальная группа школ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отде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Хэт пит» (руководитель
Шабулдаева Н.В.), национальный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й ансамбль «Аннён» (руководитель Ауталипова Г.Д.). Созданы кавергруппы современных популярных танцев:
FlowerPower (руководитель Сорокина Надежда), и Dope (руководитель Колодкина Мария).
Гордость нашей молодёжи – Ли Дмитрий,
чемпион по плаванию II
и III Параазиатских Игр,
член национальной паралимпийской сборной
команды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сновные достижения объединения в рамках области и в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м масштаб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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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 2010 г. на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м конкурсе песни «Ариран» Антонова Елена
стала лауреатом в номинации «За выразитель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 В 2013 г. на конкурсе современных
танцев K-POP, проводимом Культурным
центром при Посоль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танцевальная
группа стала победителем и была награждена денежным призом.
• В 2015 г. на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м конкурсе песни «Ариран» Аймагамбетова Айнура стала лауреатом.
• В 2015 г. вокальная группа «Кымпитсори»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естивале «Песня без границ» и стала
победителем в номинации «Создани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а казахской песн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 В 2019 г. группа BlackUnicorns заняла второе место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 современных танцев K-POP.
После открытия Дома дружбы появилось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активизации работы филиала. Каждо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имеет свой офис и класс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актовый зал и конференц-зал, помещения для репетиций по хореографии и
вокалу, костюмерну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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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파블로다
르 주 지부 산하에 「민족부흥학교」가 개설되
었다. 파블로다르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의
주요 과제는 최선의 전통성에 부합하는 후속
세대 교육을 통한 언어•역사•문화의 발전 및
보존이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은 이
곳에서의 수업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킨 뒤 누
르술탄 시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 산하 한국
교육원에서 능력시험을 치른다. 학생들을 위
한 한국어 학습 여름캠프가 진행되기도 한다.
2000년에는 청년회가 설립되었다. 현재
청년회의 리더는 리 셰르계이(Ли Сергей)가
맡고 있다. 파블로다르 주 고려인 민족문화
센터의 청년들은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파블
로다르 주 지부 청년협회 조정위원회’가 주
관하는 다양한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30세 이상
의 고려인 청년층 또한 파블로다르 고려인 센
터의 활동에 다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 파블로다르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
에는 여성 합창단 「아리랑」, 청년 합창단 「금
빛소리」(단장 이드리소바 Z.K.), 민족부흥학
교 한국어부 합창단 「햇빛」(단장 샤불다예바
N.V.), 전통무용단 「안녕」(단장 아우딸리포바
G.D.)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최신유행 팝음악
커버댄스 그룹 「Flower Power」(지도자 사로
끼나 나제쥐다) 및 「Dope」(지도자 깔롯끼나
마리야)도 있다.
한편 파블로다르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
합 소속 청년들의 자랑인 리 드미뜨리(Ли
Дмитрий)군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장애인 패
럴림픽 국가대표팀 소속 수영선수이며, 제 2
회 및 제3 회 장애인 아시안 게임 수영 부문
에서 챔피언 자리에 등극한
바 있다.
지금까지 본 단체가 전
국 및 파블로다르 지역에서
이룩한 주요 성과들은 다음
과 같다:
• 2010년 전국 노래 경
연대회 「아리랑」에서 안
또노바
옐례나(Антонова
Елена)양이 「무대 표현력」
부문을 수상함.
• 2013년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산하 한국
교육원 주최 K-POP 댄스 경
연대회에서 본 단체 소속 댄
스팀이 최종 우승하며 상금
을 수상함.
• 2015년 전국 노래 경
연대회 「아리랑」에서 아
이마감베또바
아이누라
(Аймагамбетова Айнура)
양 입상.
• 2015년 합창단 「금빛
소리」가 국제 노래 페스티
벌 「뼤쓰냐 볘즈 그라니쯔
(«Песня без границ»,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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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и филиале функционируют:
• Совет матерей, работа которого
направлена на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ведение встреч с молодёжью
по нравств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воспитанию, мастер-классов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е, сохранению традиций и обычаев.
Председатель – Мун Белла Николаевна.
• Совет «Ақсақалдар алқасы»,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проводятся встречи за дастарханом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тарейшин,
новогодние вечера, выезд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 отдыхом на природе. Председатель –
Ви Александр Викторович.
В регионах Павлодарской области
открыты корейские центры: в 1993 г. –
в Экибастузе (председатель Ким Галина
Дмитриевна), в 2005 г. – в Павлодарском
районе (руководитель Шин Светлана ГирСоновна), а в феврале 2019 г. – в Успенском
районе (руководительВи Александр Викторович). Павлодарский и Успенский районы
принимаю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оводимых областным корейским
этнокультурным объединением со своими
творческими номерами: Новый год по восточ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льналь), летний фестиваль «Живём в семье единой», праздник урожая Чхусок и др. Филиал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Рухани жаңғыру» проводит
фестивал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районны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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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трах области. В этом большая заслуга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Афанасьевой
(Ким) Раисы Самсоновны.
За достойный вклад в укрепление
единства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гласия и 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патриотизма
Афанасьева (Ким) Р.С. награждена медалью
АНК, почётной грамотой АНК за подписью
Пер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К Назарбаева Н.А.,
почётной грамотой акима Павлодар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обществе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награждена медалью в честь 25 летия РОО
АКК (2015), неоднократно награждалась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секретариата АНК области, акима г. Павлодара и т.д.
Председатель АКК Павлодарской области Тян Руслан Николаевич награждён юбилейной медалью в честь 25 летия РОО АКК.
Ежегодно филиал принимае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новогодней
ёлке для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в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Караван милосердия» для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х семей Павлодарского района и
мероприятиях, организованных областной
Ассамблеей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оздаровительных акциях для лиц с ментальными нарушениями ОО «Клубный дом «Альрами».
Сегодня павлодарские корейцы могут гордиться тем, что у
област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есть собственный
дом, устроенный по принципам равенства, взаимного уважения и дружбы,
где под единым шанырако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и
вероисповеданий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коснуться душой к истокам своей
культуры, языка и истор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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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없는 노래)」에 출전하여 「카자흐 노래의
한국어화를 통한 예술적 이미지 재현」에 대
한 상을 수상.
• 2019년 그룹 「Black Unicorns」가
K-POP 댄스 경연대회에서 2위를 차지함.
본 지역에 「돔 드루쥐븨(친선회관)」가 개
원한 이후 파블로다르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
합에게는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지역 내 모든 민족문화 연합
들은 「돔 드루쥐븨」 건물에 각자의 사무실과
각종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는 교실 및 강단,
회의실, 무용 및 노래 연습실, 의상실 등의 공
간을 보유하고 있다.
파블로다르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에
는 다음 하부조직들이 기능하고 있다:
• 어머니회의 활동 및 업무는 자선행사,
도덕성•애국의식 중심의 청년교육, 한식 요리
마스터클래스 및 한민족 전통•풍습 교육 등
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주최에 주력하고 있
다. 어머니회의 회장직은 문 벨라 니꼴라예브
나(Мун Белла Николаевна)가 맡고 있다.
• ‘「악사칼다르
알카씌(«Ақсақалдар
алқасы», - 원로회)」 위원회’는 원로들이 카
자흐식 만찬이 마련된 자리에서 가지는 모임
이다. 신년맞이, 야유회 등을 조직하여 모임을
갖기도 한다. 회장은 위 알롁산드르 빅또로비
치(Ви Александр Викторович)이다.
파블로다르 주에는 『파블로다르 주 카자
흐스탄 고려인 협회』 외에도 주 내 지역별
로 개별적인 고려인 센터들이 설립되어 있다.
1993년에는 에키바스투즈(Экибастуз) 시에(
원장 김 갈리나 드미뜨리예브나), 2005년에
는 파블로다르 군(파블로다르 주에는 동명의
군(郡) 및 시(市)가 존재함)에(원장 신 스볘뜰
라나 기르소노브나), 2019년 2월에는 우스펜
(Успен) 군에(원장 위 알롁산드르 빅또로비
치) 고려인 문화센터들이 각각 세워졌다. 파
블로다르 및 우스펜 군의 고려인 단체들은 『
파블로다르 주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들(설날, 여름축제 「쥐뵴 브 셰
미예 예지노이」, 추석 등)에 참가하여 공연을
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파블로다르
주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국가 프로그

램 「루하니 좡그루 («Рухани жаңғыру» - 정
신적 부흥)」의 일환으로 한민족 문화 축제들
을 파블로다르 주 소재 주요 지역들에서 개
최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파블로다르 주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부협회장 아파나시예바 (김) 라이사
삼소노브나의 공로가 크다.
아파나시예바 (김) 라이사 삼소노브나는
카자흐스탄 민족 간 단합, 사회적 화합, 그리
고 카자흐스탄인들의 애국정신 강화에 기여
한 공로를 인정받아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수
여 메달과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초대 대통령 수여 표창장, 파블로다르 주 행
정부장 수여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또한 2015
년 파블로다르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의 사
회적 활동에 큰 공헌을 한 공로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창립 25주년 기념 메달을 받았
으며, 그 밖에도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주 지
부 사무국, 파블로다르 시청 등으로부터 감사
장을 수회에 걸쳐 수상하였다.
『파블로다르 주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
회』의 협회장 장 루슬란 니꼴라예비치 또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창립 25주년 기념 메
달을 수상한 바 있다.
본 단체는 매년 개최되는 장애인 어린
이들을 위한 신년맞이 자선행사와 파블로다
르 군 거주 저소득층 가구들을 위한 「카라
반 밀로셰르지야(«Караван милосердия», 자비의 카라반)」 자선행사와 카자흐스탄 민
족회의 파블로다르 주 지부가 주관하는 행
사들, 그리고 사회연합 장애인시설 「알라미
(«Альрами»)」가 주관하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건강증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있다.
오늘날 파블로다르의 고려인들은 파블로
다르 주의 고려인 연합이 평등함•상호존중•
친선이라는 원칙 위에 세워진 집을 영유하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여러 민족들이 그 안의
한 지붕 아래에 모여 그들의 문화, 언어, 역사
의 근원과 마음 깊이 조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한껏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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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HANGUG QAZAQSTAN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в городе
Петропавловске был основан в 1992 г. по
инициативе Сима Феликса Алексеевича.
Он и стал первы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центра.
Сим Феликс Алексеевич (24.10.1935
– 06.11.2008) являлся почётным гражданином города Петропавловска, он впервые сплотил корейцев и наладил работу
центра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становления.
Под его руководством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вошел в состав областной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а впоследствии стал её
полноправным участником. Сим Ф.А. награждён медалями «Астана» (1998), «10
лет Независим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01), «Ерең еңбегі үшін» (2005),
грамотами акима Северо-Казах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
В 1999 г. Феликс Алексеевич официально передал бразды правления центром
Хану Евгению Викторовичу (31.05.1956
– 07.06.2019), который внёс огром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центра, отличился в организации общественной работы и по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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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ятии статуса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 регионе. Неоднократно исполнял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руководителя
аппарата областной АНК. Являлся активным членом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а также трижды переизбирался в
депутаты городского маслихата. Награждён почётными грамотами и медалями
акима области и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В 2000 г. был создан молодёжный
центр,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го вошли талантливые, энергичные, инициативные ребята.
Ими был построен своеобразный трамплин для развития молодёж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филиала. Молодёжь помогала
в организации праздников, выступала с
творческими номерами на городс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В 2010 г. лидером молодёжного крыла стал Ким Евгений. Он в корне поменял
мнение о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ёжке» в лучшую сторону, представляя корейцев в Петропавловске. Молодёжный центр имеет
грамоты и дипломы
от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за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городс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Ким
Евгений наладил систему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сам
стал его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С 1998 г. функционирует класс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школ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17 г. Петропавловска. Класс
оборудован для комфортного обучения.
Первым
учителе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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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사회연합 『HANGUG QAZAQSTAN』
페트로파블롭스크 시 고려인 문화센
터는 1992년 심 펠릭스 알롁셰예비치(Сим
Феликс Алексеевич)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고려인 문화센터의 창립과 함께 그는 본 기관
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페트로파블롭스크의
명예
시민이었
던 심 펠릭스 알롁셰예비치(24.10.1935 –
06.11.2008)는 초창기 고려인 민족센터의 활
동을 확립시켜 나가며 처음으로 지역 고려인
들을 단합시킨 장본인이다. 그의 주도 하에
고려인 문화센터는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주
지부의 구성원으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완전
한 정회원기관이 되었다. 심 펠릭스 알롁셰
예비치는 「아스타나」(1998), 「카자흐스탄 공
화국 독립 10주년」(2001), 「예롕 옝볘긔 우
쉰(«Ерең еңбегі үшін», - 공로에 대하여)」
(2005) 등의 메달들과 북카자흐스탄 주 행정
부장 수여 훈장들을 수상하였다.
1999년 심 펠릭스 알롁셰예비치는 공
식적으로 문화센터의 회장직을 한 예브계
니 빅또로비치(Хан Евгений Викторович)
에게 이양하였다. 한 예브계니 빅또로비치
(31.05.1956 – 07.06.2019) 회장은 페트로파
블 시 고려인 문화센터의 발전에 매우 큰 기

여를 하였으며, 지역사회 활동의 기획력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본 단체의 지위를 높
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또한 카자흐스
탄 민족회의 주 지부 사무국장의 권한대행 업
무도 여러 차례 수행하였다. 카자흐스탄 민족
회의 의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3차
례에 걸쳐 시 의회의 의원으로 선출된 바 있
다. 또한 그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 및
주 행정부장이 수여하는 명예훈장들과 메달
들을 수상하였다.
2000년에는 청년회가 발족되어 재능있
고 활력 넘치는 주도적 성향의 젊은이들이 활
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청년모임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의 '추진장치'를 고안하였다. 청
년들은 고려인 문화센터가 주최하는 행사들
의 진행을 돕고 시에서 열리는 행사들에 참가
하여 공연을 하기도 했다.
2010년 청년회의 리더로 김 예브계니
(Ким Евгений)가 선출되었다. 고려인 젊은이
들의 대표로서 활동하며 그는 페트로파블롭
스크 고려인 청년들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본
청년회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에 적극적
으로 참여한 공로로 시청이 수여하는 훈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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был Ким Алексей Чансенович, также он
возглавлял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в Петропавловске. С
2000 г.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реподавала Ким
Лилия Вячеславовн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обучают Ким Евген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и миссионер из Южной Кореи Пак Сон
Хи. Сегодня в школе обучаются более 30
человек. Класс разбит на две группы по
уровню знания языка. Многие ученики на
летние каникулы выезжают в Центр о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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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ования при Посоль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Алматы для более углубленного
изучения языка, а также получения практики разговорной реч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от самих носителей языка. В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класс собирается вместе с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для совмест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времяпрепровождения.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и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филиал обеспечен необходимой литературой, музыкальными
инструментами, компьютерами и оргтехникой.
Несмотря на свою немного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Петропавловска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ит мероприятия, связанные с народными праздниками. Среди
корейск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аздников центр выделил
два наиболее популярных
– это Сольналь –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и праздник урожая Чхусок. Ежегодно в честь этих
праздников центр организует мероприятия.
В 2018 г. Северо-Казахстанский филиал РОО «АКК»
был реорганизован, и впоследствии, в 2019 г.,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Hangug Qazaqstan,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торого стал Хан
Алексей Евгеньевич. Новая
структура полностью переняла обязанности филиала
и вошла в состав ОЮЛ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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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장을 수상하였다. 한국어 교사로도 활동
하는 김 예브계니 청년회장은 청년회 내에 한
국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1998년부터 페트로파블롭스크 시의 제
17호 민족부흥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실이 운
영되어오고 있다. 이 교실은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첫
한국어 교사는 김 알롁셰이 찬세노비치(Ким
Алексей Чансенович)로, 그는 페트로파블

롭스크 시 고려인 문화센터 원로
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2000년부터는 김 릴리야 뱌체슬라
보브나(Ким Лилия Вячеславовна)
가 차기 한국어 교사로 부임하였다.
현재에는 김 예브계니 블라지미
로비치와 한국 선교사 박 선희 씨가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30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
고 있다. 한국어 수업은 학생들의 실
력에 따라 두 반으로 나뉘어 진행되
고 있다. 여름방학에는 많은 학생들
이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산하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심
화 과정을 거치며 원어민 교사들과
말하기 위주의 훈련을 받는다. 명절
에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모여 함께
문화활동을 즐기기도 한다.
페트로파블롭스크 시 고려인 문
화센터는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서적,
악기, 컴퓨터 및 사무기기 등을 카자
흐스탄 고려인 협회 및 주카자흐스
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지원을 통해
구비하고 있다.
크지 않은 인원 수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페트로파블롭스크 시 고려
인 문화센터는 정기적으로 민족축제
또는 명절과 관련된 행사들을 개최
하고 있다. 본 문화센터가 진행하는
행사들 중 가장 인기가 높은 것들로
는 설날과 추석이 있다. 이 행사들은
매년 개최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식명칭이 「카자흐스탄 고려
인 협회 북카자흐스탄 주 지부」였
던 본 고려인 문화센터는 2018년 구조재편
을 거치며 ‘사회연합 「Hangug Qazaqstan」’
으로 개칭하였으며, 회장으로 한 알롁셰이 예
브계니예비치(Хан Алексей Евгеньевич)가
선출되었다. 새로운 구조로 재탄생한 본 단
체는 기존의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지부’
로서의 지위를 변경사항 없이 계승하여 ‘법
인연합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구성원
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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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ЮЖНОГО КАЗАХСТАНА»
На протяжении трёх десятилетий корейско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Южного Казахстана вносит свой вклад в
процесс укрепления дружбы и сохранения
стабильности в республике. Центр принимает самое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о все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 проектах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Филиалы ЭКО организованы в
Мактааральском, Ленгерском и Сайрамском районах.
Главными приоритетами центра являются:
• Сохран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обычаев и традиц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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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зуч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 Созда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базы и
укрепление авторитета региональных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 Обеспечение преемственности поколений;
• Развитие молодёжного движения;
• Устано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 Укрепление дружбы между народами, сохранение межэтнического согласия;
• Поддержка бизнес-проектов.
Инициаторами созд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в
регионе до 1989 г. были
Пак Виктор Наумович,
Ли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Омарова Марзия
Имановна, Ким Владимир Сергеевич, Ли Чанхо Петрович, Цой Валерий Евсеевич, Хан Петр
Макарович,
Лифанчен
Алексей
Николаевич,
Цой Никифор Тимсонович, Ким Елен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Ким Енсен Григорьевич, Ким Никола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и др.
Первыми
спонсорами стали кооператив
«Алло» (Ли А.В.), кооператив «Ариран» (Ким
Л.Н.), колхоз «Ленинский
путь» (председатель Ким
П.М.), бригадиры Хан
Л.М., Хан В.Е. и многие др.
В разные годы председателями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были: Ким Владимир Сергеевич (с 198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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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사회연합 『남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지난 30년간 남카자흐스탄의 고려인 민
족문화 연합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의 민족
들 간 친선 강화와 사회안정을 위해 꾸준히
기여해오고 있다. 『남카자흐스탄 고려인 협
회』는 오늘날 카자흐스탄 민족회의가 주관
하는 모든 행사들과 프로젝트들에 매우 적
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있다. 본 협회는 렌
게르(Леңгір), 막타아랄(Мақтаарал), 사이람
(Сайрам) 군(郡)들에 지부들을 두고 있다.
본 고려인 협회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
다:

• 민족 문화, 풍습, 전통의 보존 및 발전
• 국어 및 한국어의 학습
• 경제적 기반의 구축과 지방 고려인 단
체들의 권위 확립
• 후속 세대로의 전통 계승
• 청년운동의 발전
• 국제 문화 교류 체계의 구축 및 발전
• 민족 간 친선 및 화합 강화
• 사업 프로젝트들의 지원
1989년 이전까지 남카자흐스탄에서 고
려인 문화센터의 창립을 주도한 이들로는 박
빅또르 나우모비치, 리 블
라지미르 블라지미로비치,
오마로바 마르지야 이마노
브나, 김 블라지미르 셰르
계예비치, 리 창호 뼤뜨로
비치, 최 발레리 예브셰예
비치, 한 뾰뜨르 마까로비
치, 리판첸 알롁셰이 니꼴
라예비치, 최 니끼포르 찜
소노비치, 김 옐례나 알롁
산드로브나, 김 옌셴 그리
고리예비치, 김 니꼴라이
알롁산드로비치 등의 인물
들이 있었다.
문화센터의 초기 후원
자들로 나선 이들로는 협
동조합 「알로(«Алло»)」 (
리 A.B.), 협동조합 「아리
랑」 (김 L.N.), 집단농장 「레
닌스끼 뿌찌(«Ленинский
путь», - 레닌의 길)」 (의장
김 P.M.), 작업반장 한 L.M.,
한 V.Y. 외 다수의 인물들이
있었다.
현재까지 본 고려인 문
화센터의 회장을 지낸 이
들은 다음과 같다: 김 블라
지미르 셰르계예비치(Ким
Владимир
Сергеевич)
(1989 - 1990), 한 뾰

173

년

30

ЛЕТ.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о 1990 г.), Хан Петр Макарович (с 1990 г.
по 2004 г.), Ан Олег Борисович (с 2004 г. по
2005 г.), Ен Юр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с 2005 г.
по 2006 г.), Ким Павел Николаевич (с 2006
г. по 2007 г.), Югай Юрий Борисович (с
2007 г. по 2015 г.), Пак Роза Викторовна (с
октября 2015 г. по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первые в 1990 г. была выпущена газета «Новый патруль», редактором которой
был корреспондент казахского телевидения Чимкентской области Ли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Были открыты курсы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1991 г. был создан фольклорный ансамбль «Моранбон»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Ким Елены Александровны.
В Южно-Казах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живают более 7000 корейцев. В каждой
семье есть свой пример – герой труда, ветеран труда, заслуженные врачи и учителя, агрономы, строители и т.д.
Из архив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звестно,
что 6 корейцев Южного Казахстана носили высокое звание Героев социалистич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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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кого труда СССР: Кан Лев Иванович (1904
г.р.), Ли Гым Нен (1915 г.р.), Ли Филипп
Иванович (1913 г.р.), Ли Ен Гын (1903 г.р.),
Хван Сергей Григорьевич (1916 г.р.), Ли
Тен-Хан (1917 г.р.).
Сегодня это общественное благородное дело успешно продолжают члены
правления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Южного Казахстан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ак
Розы Викторовны. Руководители районных ЭКО: Мактааральского – Ли Анатолий
Сергеевич, Сайрамского – Ли Елизавета
Андреевна.
В 2018 г. при корейском этнокультурном объединении создан бизнес-клуб
«Ильсам», руководимый бизнесменом,
депутатом городского маслихата Хваном
Е.М. В марте 2019 г. был проведён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бизнес-клубов «Без границ». За короткий промежуток времени
сообщество бизнесменов Южного Казахстана активно проявило себя в самых разных начинаниях, в том числе и в поддержке инициатив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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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르 마카로비치(Хан Петр Макарович)
(1990 - 2004), 안 올렉 보리소비치(Ан Олег
Борисович) (2004 - 2005), 연 유리 블라지
미로비치(Ен Юр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2005 2006), 유가이 유리 보리소비치(Югай Юрий
Борисович) (2007 - 2015), 김 빠벨 니꼴라예
비치(Ким Павел Николаевич) (2006 - 2007),
박 로자 빅또로브나(Пак Роза Викторовна)
(2015.10 ~).

1990년에는 처음으로 신
문 「노븨이 빠뜨룰(«Новый
патруль», - 새로운 순찰대)
」이 창간되었다. 당시 침켄
트 주 카자흐 텔레비전 방
송 특파원이었던 리 블라
지미르 블라지미로비치(Ли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가 주필을 맡았다.
한국어 학습 강좌도 열
리기 시작했다.
1991년에는 민속 예술
단 「모란봉」이 단장 김 옐
례나 알롁산드로브나(Ким
Елена Александровна)의
지도 하에 결성되었다.
현재 남카자흐스탄 주에는 7천 명 이상의
고려인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고려
인 가정들은 ‘노동 영웅’, ‘노동 베테랑’, 공훈
의사 및 교사, 농학자, 건축가 등 저마다 모범
적인 상에 부합하는 인물을 두고 있다.
소련의 옛 기록문서들에 따르면, 강 례
브 이바노비치 (Кан Лев Иванович, 1904년

175

년

30

ЛЕТ.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движения, молодёжного танцевального
ансамбля «Хангарам». При поддержке
клуба 6 человек танцевальной группы
выиграли грант и премированы поездкой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 сентябре 2018 г. по инициативе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азахстане
при ЮКГУ им. М. Ауэзова открыт институт им. короля Сейджонга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тал более доступным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его изучать, а таковых в регионе немало, причём сред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ных этносов.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роводится в плане
преемственности поколений: молодёжь,
благодаря своим знаниям, стремлениям к прогрессу, инновациям добилась
успехов как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так
и в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жизни
страны. Примером являются успешные
бизнесмены и активисты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Югай Юрий
Борисович, Ен Юр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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Хван Евгений Михайлович, Пак Роза Викторовна, Пак Юр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Ким
Андрей Васильевич, Ким Дмитрий Робертович, Хегай Андрей Сергеевич, Кан
Валерий Петрович, Хегай Сергей Юрьевич, Пан Юрий Родионович, Ким Юрий
Сергеевич.
Руководители и активисты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Южного Казахстана имеют
различные награды, грамоты,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от Президента РК,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маслихата и
акимов области и города Шымкента,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Корейцы Южного Казахстан хранят и
завещают своим потомкам помнить заслуг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которое своим
неустанным кропотливым трудом приумножало достоя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рославило себя как нация, которой
присущи трудолюбие, добросовестность,
творческий подход к дел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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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리 금년 (Ли Гым Нен, 1915년 출생),
리 필립 이바노비치 (Ли Филипп Иванович,
1913년 출생), 리 연근 (Ли Ен Гын, 1903년
출생), 황 셰르계이 그리고리예비치 (Хван
Сергей Григорьевич, 1916년 출생), 리 텐한
(Ли Тен-Хан, 1917년 출생) 등 남카자흐스탄
주 출신 6명의 고려인들이 소비에트 연방 사
회주의 노동 영웅 칭호를 받았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명예로운 활동은 오
늘날 박 로자 빅또로브나 협회장이 이끄는 남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임원회의 구성원들
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 본 고려인 협회의 막
타아랄 군 지부의 장(長)과 사이람 군 지부
의 장은 각각 리 아나똘리 셰르계예비치(Ли
Анатолий Сергеевич)와 리 옐리자베따 안
드례예브나(Ли Елизавета Андреевна)가 맡
고 있다.
2018년에는 『남카자흐스탄 고려인 협
회』의 산하에 시의회 의원 황 Y.M.이 이끄는
비즈니스클럽 「일삼」이 조직되었으며 2019
년 3월에는 국제 비즈니스클럽 포럼 「볘즈
그라니쯔(«Без границ, - 국경없이»)」가 개
최되었다. 조직 이후 단시간 내에 남카자흐
스탄 사업가들의 공동체는 활발한 활동에 돌
입하며 고려인 사회운동 및 청년 무용단 「한
가람」을 지원하기도 하는 등 다방면으로 적
극성을 드러냈다. 특히 「한가람」 무용단 소
속의 단원 6명은 본 비즈니스클럽의 지원을
통해 한국행 장학 프로그램에 선발되기도 하
였다.

2018년 9월에는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하사관의 주도로 아우
에조브 남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ЮКГУ им. М. Ауэзова) 산하에 세
종학당이 설립되었다. 오늘날 다양
한 민족들로 구성된 지역 주민들 사
이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
들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세종학
당의 개설을 통해 이제는 누구나 쉽
게 한국어 교육을 접할 수 있게 되
었다.
이 밖에 『남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후속세대의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진취성, 혁신성으로
고려인 청년들은 각자의 직업활동에서도 두
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의 사
회정치 분야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러
한 예로 다음과 같이 오늘날 각계에서 성공적
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본 민족문화 연합 출
신의 사업가들과 열성 활동원들을 꼽을 수 있
다: 유가이 유리 보리소비치, 연 유리 블라지
미로비치, 황 예브계니 미하일로비치, 박 로
자 빅또로브나, 박 유리 블라지미로비치, 김
안드례이 바실리예비치, 김 드미뜨리 로베르
또비치, 허가이 안드례이 셰르계예비치, 강
발레리 뼤뜨로비치, 허가이 셰르계이 유리예
비치, 반 유리 라지오노비치, 김 유리 셰르계
예비치.
『남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임원들과
회원들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 카자흐
스탄 민족회의, 남카자흐스탄 주 의회 및 행
정부, 심켄트 시의회 및 시청, 카자흐스탄 고
려인 공화국 협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훈장 및
감사장을 수상하였다.
남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은 일찍이 끊임
없는 노력과 희생을 통해 오늘의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있기까지 크나큰 공헌을 하고, 또
그 안에서 고려인들이 근면하고 정직하며 창
의적인 민족으로서 당당히 자리할 수 있도록
하여준 선대들의 공로를 가슴 깊이 새기고 기
리는 한편, 그 숭고한 정신이 후대에도 길이
전해지도록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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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ЛАВА 5
КОРЕЙ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 ПАРТНЁРЫ, ПОДРАЗДЕЛЕНИЯ АКК
5.1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АКАДЕМИЧЕСКИЙ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МУЗЫКАЛЬНОЙ КОМЕДИИ
В 2007 г. к 75-летию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была подготовлена и опубликована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Это объёмная, в
288 страниц, книга на корейском, казах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в ней подробно показаны все этапы и периоды 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театра, она содержит множество
красочных фотографий и иллюстраций.
С тех пор прошло тринадцать лет. Это
достаточно большой срок в современном
быстроменяющемся мире, когда за считанные годы человечество проходит путь, равный десятилетиям, меняясь буквально на
глазах. 3а это время далеко вперёд шагнуло
его развитие в целом и культуры в частности. 3начительно изменился облик нашей
страны и корейцев, живущих в ней. Все эти
перемены заставляют по-новому относиться к Корейскому театру.
Есенин писал: «Большое видится на
расстояньи».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 высоты
88-летия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83-летия жи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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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и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во всём величии
и полноте проявляется историческая рол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В науке и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историческими принято называть события и
явления, имеющие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знаменательные, вошедшие в историю. С этих позиций роль Корейского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мо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историческую, выдающуюся, имеющую неоценимое значение в
сохран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и культуры. Сам факт созд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в 1932 г.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когда в
самой Корее в результате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находилась под запретом и угрозой исчезновения, требует по-новому оценить
его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ль.
Сегодня мы с гордостью констатируем, что Корейский академический театр – это
первый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и единствен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за пределам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н
выполняет свою историческую миссию оплот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едь в период аннексии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Япония осуществляла в
ней полный контроль
всех сфер жизни. Особенно в образовании и

30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제 5장
고려인 단체들 –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파트너들과 하부조직들
5.1 『국립 공화국 아카데미 고려인 음악 희극장』

2007년 고려극장 창단 75주년을 맞이하
여 「고려극장의 역사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가 기획•출판되었다. 본 저서는 총
288쪽에 달하는 분량의 책으로 한국어•카자
흐어•러시아어로 쓰여졌으며, 고려극장의 창
단과 발전과정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단계별•시
기별로 상세히 기술됨과 더불어 다채로운 사
진들과 삽화들이 함께 삽입되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났다. 이는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인류는
수십년어치의 길을 단 몇 년으로 압축하여 걸
어나가는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
당히 긴 시간이다. 1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
안 인류는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발
전을 이룩하였다. 카자흐스탄에도 많은 변화
가 생겼으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고려인들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들
은 고려극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새롭게 재고
하게 한다.
일찍이 예셰닌은 이렇게 말했다: “큰 사
물은 먼 거리에서 보아야 보이는 법이다”. 과
연 그러하다. 고려극장 창단 88주년의 높이에
서, 그리고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83주년의
높이에서 내려다보고 있노라니 『국립 공화국
아카데미 고려인 음악 희극장』이 그간 밟아
온 행적 속의 역사적 역할이 실로 완연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문 또는 일상의 삶에서 ‘역
사적’이라는 표현은 대개 역사에 기록될 만큼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들에 붙여지는 수식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민족의 언어, 예술, 그리고
문화를 보존해낸 고려 아카
데미 극장의 역할은 값을 매
길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며
중대한 의미를 가진 역사적
임무라 칭할 수 있다. 1932
년, 한반도 본토에서 일본의
강압적인 식민정책 하에 한민족의 문화가 절
멸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러시아 블라디보
스톡의 극동지역에서는 고려극장의 창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본 극장이 짊어
진 역사적 역할의 가치를 재평가해볼 수 있
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고려극장이 한반도를 제
외한 전세계 최초, 그리고 유일한 국립 한민
족 극장임을 자랑스럽게 공표하는 바이다. 고
려극장은 오늘날 한민족 언어와 문화의 요새(
要塞) 역할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
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 일본은 한민족의 삶 전반
에 대하여 가혹한 통제를 가하였다. 특히 교
육과 문화적 측면에서 심한 억압이 이루어졌
다. 1910년, 일제는 전국적인 수색을 실시하
여 20-30만 권에 달하는 한민족 역사서들을
압수하고 불태웠다. 더 나아가 일제 식민통치
당국은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큰 돈을 주고 사
들인 한글 교재와 한민족 역사서들 또한 폐기
하였으며, 금서 목록을 만들어 해당 서적들을
보관하고 읽는 자들에 대해 가혹한 형벌을 내
렸다. 물론 그중 대다수가 한글, 한민족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책들이었다.
1911년 9월, 일제는 조선인들의 교육에
대한 특별 법령을 공포하였다. 본 법령은 조
선인들을 일제정권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려
지는 인력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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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ультуре. В 1910 г.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рошли
обыски, в ходе которых было конфисковано и сожжено от 200 до 300 тысяч книг
по корейской истории. Кроме того, у бедного населения за большие деньги скупались книги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тоже уничтожались. Японскими колониальными властями был составлен список
запрещенных книг, за хранение и чтение
которых грозили жестокие наказани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были книг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о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е.
В сентябре 1911 г. японцы обнародовали специальный акт, касающийся образования корейцев. Согласно ему, политика
колониальных властей была направлена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а подготовку из корейцев рабочей силы для своего режима. В
результате 90% детей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были лишены возможности учиться и обрекались на неграмотность. Повсеместно
закрывались корейские школы, так с 1910
г. по 1922 г. число только частных школ в
Корее снизилось с более чем 2 000 до 600.
3начительно усилилась репрессивная
колони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японцев в области уничтожени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1920-1930-е гг. и преподносилась она как
«культурная политика». Это было контрнаступление Японии против движения за н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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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после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восстания 1919 г. в Сеуле.
Навязанная японцами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ания
колониального типа была
ещё более ужесточена и
сокращена до минимума. Был введён запрет на
препода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истории. Вместо
этого вводилось преподавание японского языка и
истории Японии. В 19241926 гг. японцы открыли
институт колониального
типа – Император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Кейдзе.
Думается, 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комментировать, кого и чему там учили. В дальнейшем
вся эта политика только ужесточалась. Она
касалась буквально всех сторон духовной
жизни, вплоть до того, что японцы принудительно заставляли корейцев поклоняться своим культам в японских храмах. Было
запрещено препода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средней и даже в начальной школах
и введена японская программа обучения.
В результате такой политики позже,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т японцев, в Корее не хватало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е говоря уже
о театральном искусстве.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опасаясь, что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находится под угрозой исчезновения, корейская интеллигенция в
эмиграции создала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как
оплот сохран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О том, что в эмиграцию японским колониальным режимом выдавливалась
наиболее активная часть населения Кореи, может 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ть тот факт, что
после Восстания 1 марта 1919 г. в Сеуле,
возникло три Времен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ерво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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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취학 연령대의 조선인 어린이들 중
90%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
하고 문맹자들이 되어갔다. 조선어를 가르치
는 학교들은 매일같이 폐교되어 1910년부터
1922년 사이 사립학교의 수만 2천여 개에서
600 개로 줄어들었다.
1920-1930년 사이에는 한민족 문화 말살
정책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억압은 “
문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자행되
었다. 이는 1919년 일어났던 3•1절에 대한 일
제의 조치였다.
일본의 식민지 교육정책은 시간이 흐름
에 따라 더욱 더 강화되었으며 교육의 범위
또한 최소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조선어와 한
민족 역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금지령이
내려졌고 이를 대신하여 일본어 및 일본 역
사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24년부터
1926년 사이의 기간 동안 일제는 경성제국대
학을 설립하였다. 이곳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후 한민족을 향한 압
제는 점점 강화되어 갔다. 일제는 조선인들의
정신적 생활에도 그 마수를 뻗쳤으며, 조선
곳곳에 세워진 신사들에서 조선인들의 참배
가 강제되기에 이르렀다. 조선어의 교육은 중
학교 및 소학교에서조차 금지되었고 일본식
교육과정이 전면 도입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영
향으로 인해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직
후 초창기 대한민국에
는 한국어를 가르칠 교
사의 수가 크게 부족하
였으며, 극예술(劇藝術)
의 교육에 대해서는 꿈
조차 꿀 수 없는 상황이
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
민족 문화의 소멸을 우
려한 이주 고려인들의
지식인 계층은 민족 문
화의 수호와 발전을 위
해 요새와도 같은 역할
을 하여줄 고려극장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일제의 압제에 치여 한반도 밖으로 이주
해 간 조선인들 중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했던 이들의 수가 많았다는 것은 1919년
서울에서 일어난 3•1 운동 직후 국내외 3곳
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진 사실이 뒷받침 한다.
첫 임시정부는 3월 21일 블라디보스톡에서,
두번째 임시정부는 그 후 4월 11일 상해에서,
그리고 4월 21일 서울에서 세번째 임시정부
가 세워졌다.
원동 지역의 고려인 지식인들은 극예술
이야말로 언어•풍습•전통 등 민족이 가진 고
유성•독자성의 모든면을 집대성하여 표현할
수 있는 수단임을 통감하고 있었다.
짤막한 연극 한편을 통해서도 그 민족이
가진 역사와 언어, 전통의상 등을 비롯하여
여러 유•무형 문화적 속성들을 한눈에 훑어보
고 파악할 수 있는 법이다. 특히 이는 고전 장
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예컨대 「심청전」, 「
춘향전」, 「흥부와 놀부」 등과 같은 작품들에
서는 한민족만이 지닌 특장점과 그 민족정신
의 표본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민족극장이란 마치 주변 환경에 맞
추어 적응해나가는 유연성 깊은 신체와도 같
아 외부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도 역사에 의
해 자신에게 지워진 역할 – 민족 정체성의 수
호와 보존 – 을 묵묵히 수행해낼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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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марта, затем 11 апреля в Шанхае и 21
апреля в Сеуле.
Корейская интеллигенц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нимала, что именно театр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как никакой другой его вид,
наиболее полно, интегрировано аккумулирует и выражает суть и все стороны этнического своеобразия – язык, обычаи, традиции и т.д.
Ведь в одном небольшом спектакле
можно наглядно представить историю,
язык,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стюм, другие атрибуты материальной и нематери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народа. Особенно это касается
классики. В таких произведениях, как «Сказание о Чун Хян», «Сим Чен Ден», «Хын Бу
и Нор Бу» и других представлены лучшие
черты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образц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духа корейцев.
Кроме того, театр – это очень гибкий
организм, способный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и при внешней индифферентности он неуклонно выполняет
возложенную на него историей функцию
надёжной защиты и сохран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самобытности. Это всё отчетливо
видно на примере 88-летней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Поэтому сегодня мы вправе говорить
об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ли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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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ак оплоте сохран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период, когда она была
под запретом, и ей грозила опасность исчезновения в условиях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А основоположники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в своё время создавали не просто
учреждение культуры, а её надёжное хранилищ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основа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 это не только драматурги,
актёры, работники сцены, а патриоты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собиратели и хран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Следующий этап неоценимо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ли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в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связан с массовым насильственным переселением 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Казахстан и Среднюю
Азию. 3десь надо сказать о том, что японская колони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тала причиной не только запрета и преслед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но и массового исхода корейцев
со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Сегодня более 7,5 млн. корейцев живут
в 140 странах мира. По разным причинам
они оказались в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Америке, Европе, Африканских странах, в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Австралии. Но среди них
выделяется поколение, которое эмигрировало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спасаясь от японского
ига. Это поколение корейцев
создало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в
эмиграции.
Обосновавшись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они посчитали, что худшее
позади. Ведь здесь климат,
природа, хозяйственные условия были те же, что и в
Корее, да и до Родины было
рукой подать, их разделяла лишь река Туманган. Тем
более, как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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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고려 아카데미 극장이 밟아온 지
난 88년 간의 행적으로 여실히 증명되는 부
분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는 한민족 문화가
일제의 탄압 아래 놓여 절멸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를 지켜내기 위해 힘쓴 고려극장
의 역사적 역할을 한민족 문화의 성새(城塞)
로 당당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더불
어 고려극장을 세운 선구자들은 단순히 문화
기관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한민족 문
화의 기록소이자 보호소를 지은 것이라 하겠
다.
그러므로 고려극장을 세운 이들 또한 단
순한 극작가, 배우, 무대연출가 등에서 그치
는 것이 아닌, 한민족의 애국자들이자 한민
족 문화의 수호자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려극장이 수행한 값진 역사적 역할의
다음 단계는 극동지역에서 살아가던 고려인
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와 관련되어 있다. 이 대목에서 한가지
상기해 둘 점은 일제의 식민정책은 한민족 언
어와 문화를 절멸의 위기로 몰아갔을 뿐만 아
니라, 한인들이 한반도를 대거 이탈하도록 한
원인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전세계 140여 국가들에서 약 750
만 명의 재외 한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다양
한 이유와 원인들에 의해 이들은 북•남미, 유
럽, 아프리카, 동남아, 오세아니아 등지에서
삶을 꾸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한민
족 이주민들 중 과거 일제의 탄압을 피해 러
시아의 극동지역으로 이주해 갔던 이들의 행
적이 단연 부각된다 하겠다. 그들은 바로 자
신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에 고려극장을 세운
고려인들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에 새롭게 자리잡은 고
려인들은 이제 그들의 삶에서 불행이 끝났을
것이라 여겼다. 기후와 자연, 그리고 생활환
경이 한반도와 크게 다를 바 없었을 뿐만 아
니라, 그들과 고향땅 간의 거리 또한 두만강
하나만이 그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을 정도로
가까웠다. 게다가 역사문건들에 따르면, 1930
년대 초반까지 이 지역의 국경지대들에서는
아직 감시가 삼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실정이었다. 이곳에서 고려인들은 조밀하게
모여 살며 그들의 언어, 문화, 전통 및 풍습을
보존하고 영위하였다.
그러나 이내 마의 1937년이 닥쳐왔고, 민
족탄압의 표적이 된 고려인들은 모두가 한날
한시에 집단적으로 화물 및 가축용 화차에 태
워져 카자흐스탄과 타 중앙아시아 지역들로
실려갔다.
강제이주의 결과로 고려인들은 지구상의
가장 큰 대륙 아시아의 한 귀퉁이에서 그 반
대편의 끝으로 내몰려졌다. 블라디보스톡에
서 타슈켄트까지의 거리는 약 1만 킬로미터
에 달한다. 이곳에서 고려인들은 이전에 생활
하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자연 및 기후, 경제
와 문화, 그리고 언어적 환경에 내던져졌다.
그리고 자신들의 역사적 조국으로부터 완전
히 떨어진 채로 고립되었다. 이후 세상을 양
분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의해 한반도마저
북한과 남한으로 분단됨에 따라 고려인들과
이들의 역사적 조국 간의 단절은 더욱 심화
되었다.
2019년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82주
년 및 카자흐스탄–대한민국 간 수교 27주년
이 되는 해였다. 이 숫자들을 셈해보면 고려
인들은 82년간의 카자흐스탄 거주 기간 중 반
세기가 넘는 세월인 55년을 그들의 역사적 조
국이자 근원지이며 민족 정체성의 중심지로
부터 완전히 고립된 채로 살아왔음을 새삼 자
각하게 된다.
이러한 한민족 구성원들 간 분리와 고립
의 결과, 오늘날 각자가 살아가는 곳을 기준
으로 하여 스스로를 지칭하는 명칭과 언어가
달라지게 되었다. 한국의 국민들은 스스로를
‘한국사람’이라 부르며 서울표준어를 기본으
로 한 ‘한국어’를 사용한다. 북한의 주민들은
스스로를 ‘조선사람’이라 지칭하며 평양 표준
어가 기본인 ‘조선말’을 쓰고 있다. 또한 구 소
련 지역에 사는 한민족은 스스로를 ‘고려사
람’이라 칭하며 원동지역에서부터 쓰던 한민
족 언어의 방언 ‘고려말’을 사용해왔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한민족의 언어, 풍
습, 전통, 문화를 지켜내기 위해 힘썼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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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окументы, до начала 1930-х гг.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граница в этом регионе особо не
охранялась. К тому же, жили они компактно, сохраняя свой язык, культуру, обычаи
и традиции.
Но грянул 1937 год, и корейцев насильственно, в массовом порядке, всех
поголовно, по признаку этническ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в одночасье погрузили в
товарные, скотные вагоны и выселили в
Казахстан и Среднюю Азию. В результате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ы были перевезены
с одного конца самой большой на земле
части света Азии на другой. Расстояние
от Владивостока до Ташкента составляет
почти 10 тыс. километров. 3десь корейцы
оказались в совершенно иной природно-климатической, хозяй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ной, языковой среде. Они были практически оторваны от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Всё это усугублялось в дальнейшем разделением Кореи на Северную и
Южную и непримиримым идеологическим противостоянием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как и двух мировых систем, породивших их.
В 2019 г. исполнилось 82 года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и 27 лет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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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спубликой Казахстан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Сопоставляя эти даты, становится видно, что из 82-летней жизни в Казахстане
казахстанские корейцы 55 лет, то есть более полувека, жили практически в полной
изоляции от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от страны свое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от центра этнической самобытности.
Результатом такого разделения и изоляции стало то, что изменились самоназвание и язык корейцев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места их проживания. Жители Южной
Кореи стали себя называть «хангук сарам»
и использовать сеульский стандарт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хангук мар». Жител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али себя называть «чосон сарам» и использовать пхеньянский стандарт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чосон мар».Корейцы
бывшего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тали себя называть «коре сарам» и использовали привезённый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иалект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оторый стали называть
«коре мар».
Насколько это было возможно,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старались всеми силами
сохрани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обычаи, традиции, культуру. Это своеобразие было
буквально законсервировано в семьях,
быту, небольших корейских сообществах,
в местах их компак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И, конечно же, здесь
опять неоценимую роль
стал играть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как очаг культуры
теперь уже казахстанских и всех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Он вместе со
своим народом с достоинством пережил муки
депортации и устройства в Казахстане, неся
невосполнимые потери,
но сохраняя главное –
своё историческое пре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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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성은 가정, 일상, 소규
모의 고려인 공동체들과 그
들이 살아가는 조밀한 생활
터전 속에서 꾸려지고 채워
져 갔다.
그리고 고려극장은 극
동지역에서 그러하였듯이
이제는 카자흐스탄, 그리고
모든 소비에트 고려인들을
위한 문화적 보금자리로서
고귀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
작하였다. 고려극장은 자신
의 민족과 함께 카자흐스탄
으로의 험난한 이주와 정착
과정을 꿋꿋이 견뎌내었다.
비록 그 속에서 많은 것들
을 잃었으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명만은 끝까지 지
켜낸 채로. 고려극장이 행
하는 활동 그리고 공연 레
퍼토리는 마치 이슬을 품은
꽃잎처럼 고려인들의 역사
를 고스란히 머금었다.
한편, 대대적인 정치억
압이 행해진 직후에는 20
세기 최악의 비극, ‘대조국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그
뒤에는 그에 못지않게 고난
스러운 전후복구의 시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당
시 국제 정세면에서 카자흐
스탄 고려인들과 연관된 사
건들로는 한반도의 분단과
사회주의 체제의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 그
리고 극동지역 및 사할린
섬에 대한 소비에트 연방
의 영향력 공고화 등이 있
었다.
변해가는 시대와 환경
의 요구에 부응하여 고려극
장의 레퍼토리 또한 바뀌어
갔다. 소비에트 정권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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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азначение. В его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епертуаре, как в капле воды, отразилась история
корейцев.
К тому же, следом за событиями массов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последовала
величайшая трагедия ХХ века – Велик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 3а ней – не менее
тяжёлые послевоенные годы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разрушенной страны и т.д.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асштаб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касались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обытия
разде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оздания Северн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Кореи,
укреплени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острове Сахалин.

Созвучно требованиям времени и обстановки менялся репертуар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Находясь под постоянным пристальным контролем советских идеологических органов, театр ставил спектакли
советской тематики, «на злобу дня», также
включал в свой репертуар произведения
казахских классиков, драматургов. При
этом неуклонно ставились спектакли, посвящённые Корее и корейцам.
Трагическая судьба Кореи и корейцев
предопределил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ль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как центра консолидации
и единства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корейцев. И эта роль чрезвычайно актуальна. Её
значение возросло с разделением Кореи и
разъединением корейце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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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сторически получилось так, что в
1948 г.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бразовались два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а, и вот
уже 72 года корейская нация разделена.
И не просто разделена, а поделена на две
враждебные страны. И здесь на первый
план выходит неоценимая роль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как культурного, гуманитар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общекорейских традиционных ценностей.
Неоценимую, только ему присущую
роль центра консолидации и единства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корейцев, театр выполняет в нескольк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Во-первых, это касается прежде всего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считают театр своим достоянием и наследством, доставшимся
им от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и рассматривают его как непреходящую
ценность, которую надо сохранить,
приумножить и передать потомкам.
Сам этот факт уже является стержнем консолидации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Казахстана.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 это сегодн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единственное культурное учреждение и
организация, способная консолидировать и объединить всех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независимо от их предпочтений.
Во-вторых, после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Казахстан и Среднюю Азию их продолжали называть, как и
до депортации, –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Поскольку они продолжали жить в единой
стране –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хотя и в разных
ее республиках: России, Казахстане, Узбекистане, Киргизии, Туркменистане, Таджикистане и т.д. И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находясь
в Казахстане, неустанно, круглый год гастролировал по необъятным просторам
СССР – страны, занимавшей по своей площади первое место в мире, одну шестую
часть 3емли, – неся корейцам, жившим 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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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 기구들의 상시적인 감시 아래 본
극장은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그때그때
의 사회적 이슈들을 주제로 하여 만든 연극
들을 무대에 올리는 한편, 카자흐 고전작가들
및 극작가들의 작품들도 공연 레퍼토리에 포
함시켰다. 또한 그러한 와중에도 한반도와 한
민족에게 헌정하는 연극 공연 또한 빼놓지 않
고 진행하였다.
한반도 및 그 민족이 가진 비극적 운명은
훗날 고려극장으로 하여금 한인들과 그들의
문화를 통합하고 단결로 이끄는 역사적 구심
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예정(豫定)하였다. 그
리고 특히 오늘날, 그 역할은 특히나 유효하

다. 그 중요성은 한반도가
분단되고 한민족의 분열이
일어남에 따라 더욱 더 부
각되기 시작했다.
1948년, 한반도에는 같
은 한민족 구성원으로 이루
어진 두 국가가 생겨났으
며, 그렇게 하나의 민족이
분열 -그것도 적대적 관계
에 기반한 대치상태로- 된
지도 벌써 72년째에 접어
들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에서 고려극장은 전 한민
족을 아우르며 전통적 가치
를 선도하는 문화적•인도
주의적 기관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
이다.
이렇듯 오직 고려극장
에게만 부여된 한민족과 그
문화의 화합 및 단결을 이
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본
극장은 몇가지의 방향성에
기초하여 수행해오고 있다.
첫째로, 본 역할의 우
선순위 대상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다. 카자흐스탄
의 고려인들은 고려극장을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유
산이자 자산으로 여기며 이
를 보존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여 후대에 물려
줄 불멸의 가치로서 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
치관 자체가 카자흐스탄 고려인 공동체의 통
합을 이루어내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 고려극장은 카자흐스탄의 모든 고려
인들을 사상에 관계없이 하나로 통합하고 연
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문화 기관이자 단
체이다.
둘째로, 고려인들은 극동지역에서 카자
흐스탄 및 타 중앙아시아 지역들로 강제이주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전에 불리던 ‘소베츠
끼예 까례이쯰(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 소비
에트 고려인)’라는 명칭 그대로 불리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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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ных её уголках, заряд сохран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В-третьих, роль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как
центра консолидации и единства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корейцев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лась и приобрела новое значение
после распад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 образования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молодых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 В новых независимых республиках изменилас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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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цев, их соц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Где-то их
количество увеличилось, где-то
уменьшилось, а где-то вообще
сошло на нет. Постсоветские
страны медленно, но уверенно
возводили свои границы, таможни и пропускные пункты,
всё более и более разделяя
бывшую единую территорию и
население.
Так возникли новые сообщества корейцев: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корейцы
Кыргызстана и т.д.
Но одно остается неизменным. Как и
прежде, центром консолидации и единства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корейцев теперь уже в постсоветских, независимых
республиках, в СНГ и ближнем зарубежье
является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расположенный
в Казахстане, в городе Алматы по адресу:
ул. Богенбай батыра,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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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제각기 러시아 • 카자흐 • 우즈벡 • 키르
기스 • 투르크멘 • 타지크 등의 소비에트 사회
주의 공화국들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결국 소
비에트 연방이라는 하나의 나라에서 살고 있
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려극장은 카자흐스
탄에 기반을 둔 채로 일년 내내 전세계 영토
의 1/6을 차지하던 광활한 소비에트 사회주
의 공화국 연방 전역을 순회하며 공연활동에
매진하였다. 그 광활한 땅의 구석구석에서 살
아가는 ‘소비에트 고려인’들에게 민족 정체성

을 보존해 나갈 힘을 불어
넣어주면서 말이다.
셋째로, 한민족과 한
민족 문화의 통합과 단
결을 담당하는 중심축으
로서의 고려극장의 역할
은 소련이 붕괴하고 그 자
리에 신생 독립 국가들이
탄생하기 시작한 직후부
터 더욱 더 커지고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새롭게 생겨난 독립 국가
들 내에서 고려인들의 수
와 사회적 위치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어떤 국가
에서는 이들의 수가 늘어
났고 다른 국가에서는 그
수가 줄어들었으며, 고려
인 거주민들이 사실상 사
라져 버린 곳 또한 생겨났
다. 구소련 지역의 각 신
생국들은 서로 간에 점차
더 명확한 국경을 긋고 그
위에 세관 및 검문소들을
설치해 나가며 과거 하나
였던 영토와 인구를 잘게
나누어갔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카자흐스탄 고려인, 우즈
베키스탄 고려인, 러시아
고려인, 키르기스스탄 고
려인 등 새로운 고려인 공동체들 또한 생겨
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가지만큼은 변함이 없
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CIS의 독립된 각 국
가들에서 살아가는 한민족과 그 문화의 통합
및 단결을 이끌어내는 중심축은 옛날과 다름
없이 카자흐스탄 공화국 알마티 시, 보겐바이
바틔라 158번지에 위치한 『고려극장』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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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РЕСПУБЛИКАНСКАЯ ГАЗЕТА «КОРЁ ИЛЬБО»
«Корё ильбо» (в переводе с корейского – «Корейский ежедневник») – республиканская газета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В газете освещаются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оциальные, культурные аспекты жизни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публикуются
материалы о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
соплеменниках за рубежом.
Издание является старейшей корейской газетой в мире за пределам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в 2023 г. отметит своё
100-летие. Газета «Корё ильбо» вместе
с её читателями пережила все сложные
исторические вехи. Она является зерка-

лом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роводником
культуры, традиций, обычаев.
Газета основан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ССР в 1923 г. Первоначально называлась
«Сэнбон» («Авангард»). После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здание газеты было возобновлено в Кызыл-Орде
с 15 мая 1938 г. под названием «Ленин
кичи» («Ленинское знамя»). Первоначально она являлась Кызыл-Орд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газетой, а с 1954 г. стала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С 1978 г. издаётся в Алма-Ате.
В 1991 г. газета получила современное названи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газета выходит
один раз в неделю тиражом
1500 экземпляров.
ТРИ ИМЕНИ – ОДНА СУДЬБА
«Сэнбон» («Авангард»)
Первый номер газеты
«Сэнбон» («Авангард»), предшественницы «Ленин кичи» и
«Корё ильбо», вышел 1 марта
1923 г., в 4-ю годовщину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В 1932 г. в крае издавалось
6 журналов и 7 газет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энбон» («Авангард»), «Мунхва» («Культура»),
«Ся сеге» («Новый мир»), «Родондя» («Рабочий»), «Ронон
синбо» («Крестьянская газета»), «Тексен» («Красная звезда»), «До а консан синмун»
и др. Самой массовой из них
была газета «Сэнбон», в 1932 г.
её тираж достиг 10 тыс. экземпляров. Первым редактором
газеты был Ли Сен.

190

30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5.2 공화국 신문 『고려일보』
1978년부터 발행지가 알마아타로 옮겨졌으
며 1991년 현재의 제호로 개칭되었다.
오늘날 『고려일보』는 1주일에 1회 1,500
부씩 발행되고 있다.
세 개의 이름과 하나의 운명
『선봉』

『고려일보』는 한국어 및 러시아어로 발
행되는 공화국 신문이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들의 삶을 사회•정치, 경제, 문화 등의 측면에
서 조명하고 그와 더불어 한반도에 관한 기
사들과 재외 동포들에 대한 내용들도 다루고
있다.
『고려일보』는 한반도를 제외한 전 세계
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한민족 신문이
며, 2023년 창간 100주년을 앞두고 있다. 그
동안 독자들과 더불어 역사의 험난한 구비를
함께 헤쳐온 『고려일보』는 실로 한민족 디아
스포라의 거울이요, 문화•전통•풍습의 길라
잡이인 것이다.
본 신문은 1923년 소비에트 극동지역에
서 창간되었으며, 초창기에는 「선봉」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고려인들의 강제이주
이후 『고려일보』는 크질오르다(현 크즐오르
다)에서 1938년 5월 15일부터 「레닌기치」라
는 제호로 발행을 재개하였다. 초기에는 크
질오르다 주에 귀속되어 있었으나, 1954년
부터는 공화국 전체의 신문으로 격상되었다.

신문 「레닌기치」와 「고려일보」의 전신
격인 『선봉』의 창간호는 3•1 운동 4주기가
되던 1923년 3월 1일 소련의 극동지역에서
발간되었다.
1932년 당시 극동의 연해주 지역에는 「
선봉」, 「문화」, 「새세계」, 「로동자」, 「로동신
보」, 「적성」, 「동아 공산신문」 등 6개의 잡지
와 7개의 신문이 한글로 발행되고 있었다. 그
중 『선봉』은 가장 대중적인 신문으로, 1932
년 발행부수가 1만 장에 육박했다. 본 신문의
초대 주필은 이선이었다.
1937년 8월 21일, 극동 접경지역에 거주
하는 고려인들을 추방하여 중앙아시아로 이
주시키는 것에 대한 결정이 소비에트 사회
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회 및 전연방 공
산당 중앙위원회에 의해 내려졌다(공동법령
№1428-326бсс). 소련의 역사상 처음으로 특
정 민족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의 타당성이 성립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강제
이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앞서 먼저
고려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났다.
탄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혁명 이후의 시
기에 본 지역으로 넘
어온 당지도자들 모
두가 참살되고 장교
들은 교도소에서 옥
사하였다. 코민테른(
국제공산당)의 고려
인 부서 구성원 전체
와 고등교육을 받은
고려인 지식층의 대
다수 또한 처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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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шение о выселении всех корейцев из
при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и об их отправке в
Среднюю Азию было принято ЦК ВКП (б)
и Совнаркомом 21 августа 1937 г. (директива №1428-326бсс). Впервые в советской
истории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к определённой
этнической группе сама по себе стала достаточным основанием для наказан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нбон» наряду с
пединститутом, Корейским театром и радиостудией 7 ноября 1937 г. прибыла в
Кзыл-Орду. Накануне депортации вся редколлегия газеты во главе с редактором Цой
Хо Римом была репрессирована. Чудом
уцелевший заведующий сельхозотделом
Хван Дон Хун ценой неимоверных усилий
заложил фундамент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газеты – он привёз с собой в Казахстан корейские шрифты. Позже он стал жертвой
сталинских репрессий.

н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когда во всех республиках СССР, как грибы, стали возникать
корейские национальные ассоциации и
группы.
Однако весна перестройки длилась
недолго, она стала прологом к более грозным событиям – распаду СССР.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еожиданно стали «корейцами
СНГ», гражданами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возникших на руинах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корейцев оказалось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збекистана
(примерно 200 тыс.), Казахстана (100 тыс.),
Киргизии (20 тыс.) и, конечно, России (130
тыс.).
Новые времена принесли новые проблемы. Часть из них была вполне наднациональной, ведь экономический кризис
ударил по всем жителям бывших советских
республик.

«Ленин кичи» («Ленинское знамя»)
С 15 мая 1938 г. газета начала издаваться под новым названием – «Ленин кичи», с
номинальным тиражом 6 тыс. экз., периодичностью 15 раз в месяц. Формат газеты
был уменьшенным, двухполосным, что не
могло удовлетворить запросы корейцев, и
после ходатайства редакции газета в 1940
г. получила статус областной. Первым редактором «Ленин кичи»
был Со Дэ Ук.
Газета «Ленин кичи»
в 1961 г. стала меж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и
распространялась
по
среднеазиатским республикам, где проживали
корейцы.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ущественно увеличилась – до 60 сотрудников.
Около 1988 г. начался короткий период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

«Корё ильбо» («Корейский ежедневни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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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1991 г. газету «Ленин кичи» переименовали в «Корё ильбо».
Наряду с ежедневным выпуском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здавался еженедельник «Корё»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костяк которого составили русскоязычные писател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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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강제이주 자체는 1937년 가을에 시작
되었다. 고려인들에게는 짐을 꾸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만이 주어졌으며, 그 후 이들은
준비된 집단수송열차에 대여섯 가족 단위로
나뉘어 화물칸에 실렸다. 그렇게 화물과 가축
을 실어나르는 용도의 운송칸에 몰아넣어진
17만 명의 고려인들은 극동지역을 떠나 새로
운 거주지가 될 그곳으로 향했다.
집단수송열차들은 1937년 초겨울과
1938년 사이에 중앙아시아에 도착했다. 첫
겨울은 급히 파낸 토굴에서 나는 수 밖에 없
었으며,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한 많은 어
린이들과 노인들이 목숨을 잃었다(당시 전체
영아 인구의 1/3이 그 해의 혹독한 겨울을 넘
기지 못했다).
1937년 11월 7일, 『선봉』 신문의 편집부
는 고려사범대학, 고려극장 및 고려말 라디오
직원 일행들과 함께 크질오르다에 도착하였
다. 강제이주가 시작되기 직전, 최호림 주필
을 필두로 한 『선봉』의 편집부 구성원들은 다
른 고려인들과 마찬가지로 탄압의 표적이 되
었다. 그중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황동훈 농업
부 부장은 필사적인 의지로 신문 재건의 불씨
를 고이 보존해 내었다 – 용케도 카자흐스탄
에 한글 활자를 챙겨 온 것이다. 이후 그는 끝
내 스탈린 치하 정치탄압의 희생양이 되었다.
고려인 교육기관들은 폐교되었으며, 강
제 이주된 고려인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
조차도 심각하게 제한당하는 상황에 처했다.

『레닌 기치』
1938년 5월 15일부터 본 신문은 『레닌
기치』라는 새로운 제호로 발행되기 시작했
다. 초기 발행부수는 6천 부에 월 15회 주기로
발간되었다. 신문의 규격은 축소된 형태로 단
2페이지에 불과하여 고려인 독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에 신문
편집부의 청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레닌 기
치』는 1940년 주(州) 기반 신문으로 승격되
었다. 신문의 초대 주필은 서대욱이 맡았다.
전쟁이 진행되던 1941년부터 1945년 사
이 고려인들은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다. 당시
강제노역장은 소위 ‘노동군(軍)’이라는 은어
로 불릴 정도로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선에서 목숨을 잃는 병사들의 수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다. 한편 연해주 밖의 지역에
거주하여 강제이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몇 안되는 고려인들에게는 군 복무 금지 조치
가 내려지지 않았기에 그중 많은 이들이 전쟁
에 참전하였다.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는 특히 고려인
농민들이 대대적인 노동 영웅주의를 발휘하
였다.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의 많은 고
려인 집단농장들이 성공적인 공동체 운영을
해나가며 연신 풍작을 거두어들였으며, 이들
은 조국 수호를 위해 참전한 군인들과 노동
자들에게는 식량을, 국가 산업시설에는 원료
를 조달하였다. 특히 당시 독일 파시스트 군
에게 서부의 영토들을 빼앗김으
로 인해 줄어든 국가의 경작 면
적에 대한 손실을 고려인 집단농
장(콜호즈)들은 새로운 미간지들
을 개간함으로서 벌충해 나갔다.
그리하여 크질오르다 주 칠리 군
(Чилийский район) 소재의 집단
농장 「아방가르드(«Авангард»,
- 선봉)」는 전쟁이 지속된 4년
동안 연간 183 헥타르씩 총 731
헥타르의 처녀지를 개척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
를 두 차례나 받은 바 있는 고명
한 목화재배자 김병화가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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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 журналисты. Выход русскоязыч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стал
событием: впервые на страницах еженедельника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статьи, восполнившие «белые пятна»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Из-за материальных затруднений в 1992 г. «Корё
ильбо» остановила свою работу, временно не выходила,
а с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того
же года она печаталась уже
один раз в неделю, на 16 полосах, из которых половина
материалов выходил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а другая – на
русском.
С 1 января 2000 г. «Корё
ильбо» стала собственностью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В 2014 г. газета «Корё ильбо» была награждена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Пер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К Назарбаева Н.А. за
вклад в укрепление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единств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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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있던 타슈켄트 주 중치르칙 군(СреднеЧирчикский район) 소재의 집단농장 「뽈랴
르나야 즈볘즈다(«Полярная звезда», - 북극
성)」는 4년의 전쟁기간 동안 총 1080헥타르
의 미간지를 개간하였다. 본 집단농장의 경작
면적은 4년 동안 총 5.5배 확장되었고, 그중
목화 및 쌀 재배량은 9배 증가하였다.
1943년 「뽈랴르나야 즈볘즈다」, 「레
닌 콜호즈(Колхоз им. Ленина)」, 「쁘라
브다(«Правда»)」, 「스베르들로프 콜호즈
(Колхоз им. Свердлова)」, 「세베르늬 마약
(«Северный маяк», - 북방 등대)」 등 우즈베
키스탄의 5개 고려인 집단농장들은 소비에트
군 재정에 6백만 루블을 지원하고 695개 단
위의 위문품을 선물로 발송하였다. 타슈켄트
주 중치르칙 군 소재 집단농장 「세베르늬 마
약」의 회장인 공산주의자 최 셰르계이 그리
고리예비치(Цой Сергей Григорьевич)와 그
가족은 탱크 및 전투기 생산을 위해 1백만 루
블을 조성하여 소련군에 전달하였다.
1959년 소비에트 연방에는 31만 3천 명
의 고려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고려인들의
정치적 복권은 1953년과 1957년 사이의 기간
동안 몇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바로 이 시
기에 고려인들의 이동 및 군복무 금지가 해제
되었으며, 중앙아시아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하는 것 또한 허용되었다. 그러나 상위세대의
일부 고려인 지식인들이 추진한 고려인들의
자치권 복원 시도는 소비에트 당국에 의해 가
차없이 묵살되었다.
1950년대 말에 접어들자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년세대의 모국어는 러시
아어가 되어 있었다. 고려말을 사용하는 학교
들은 모두 이미 1940년대에 폐교 수순을 밟
은 바 있었는데, 이 같은 결정은 -근래 들어
널리 알려진 낭설과는 달리-고려인 부모세대
들의 요구에 의해 내려진 것이었다. 그 이유
는 명백했다 – 고려인들의 대다수가 이른바 ‘
주류(主流)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였으며, 그
렇게 사회의 주류로 안착하여 성공을 영위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의 질적 수준이 중
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이 처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란 자신이 서 있

는 땅 위에서의 우직한 노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닌, 대학 졸업장을 획득함으로서 쟁취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러시아인 학교
를 졸업한 자의 대학 진학이 훨씬 수월한 일
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자신의 아이를
고려인 민족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사회적으
로 직업적 가치를 잃어가는 고된 농민의 삶에
그를 속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고려인
부모들 중 누구도 자신들의 자녀가 그러한 삶
을 사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였다.
정치적 복권 이후 고려인들은 본격적으
로 농경생활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1950
년대 중반부터는 모스크바 및 레닌그라드(특
히 해당 지역들 소재 대학들로의 진학은 러시
아어 학교로 편입하여 졸업함으로서 가능해
진 것이었다)를 포함한 도시 소재 대학들로의
진학을 위한 고려인 청년들의 대거 전출이 이
어졌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고려인들은 중
앙아시아 지역 및 여타 지역들에서 학자, 엔
지니어, 의사, 변호사 등의 직종들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었다. 소련 과학원(АН СССР) 소
속의 고려인 학자들도 생겨났다.
한편 벼농사 전문 고려인 집단농장들의
번창 또한 계속되었다. 1950년대부터는 이른
바 ‘고본질’이라 불리는 도급 방식의 농사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고려인 농부들은 중앙아
시아, 남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등의 집단
농장들과 계약을 맺고 토지를 짧은 기간에 임
대하여 계절 농사를 지었다. 이들은 임차한
땅에 채소류와 박과작물을 재배하였으며, 특
히 채소들 중에서 양파의 인기가 가장 높았
다. 가을이 되면 고려인 농부들은 정해진 양
의 수확물을 집단농장(콜호즈) 또는 국영농장
(솝호즈)에 보내고 나머지는 시장에 내다 파
는 등 자신들의 재량껏 관리할 수 있었다. 실
로 뛰어난 농사꾼들인 고려인들이 빌린 토지
들에서 거두어지는 수확량은 본 업종에서 산
전수전을 모두 겪은 농장의 회장들과 책임자
들조차도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였다. 고려
인 농부들은 토지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사기
와 속임 또한 빈번하게 당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당시의 기준으로는 매우 큰 이윤을 취한
채로 귀향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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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2018 г. газете «Корё
ильбо» исполнилось 95
лет.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газета «Корё ильбо» находится в собственност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издаё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осударства.
Ежегодно газета получа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заказ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формации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Р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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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레닌 기치』는 1961년 공화국간 발
행 신문이 되어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타 중
앙아시아 공화국들에도 보급되기 시작했다.
『레닌 기치』 편집국의 규모는 크게 성장하여
직원 수가 60명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모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에서
여러 고려인 협회와 모임들이 우후죽순 생겨
나기 시작하던 1988년 무렵의 시기에는 짧은
「한민족 부흥기」가 시작되었다.
1989년 소비에트 연방에는 43만 9천 명
의 고려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1988년부터
1992년 사이의 초창기에는 고려인 운동이 매
우 큰 인기를 끌었다. 수만 명에 달하는 고려
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어 배우기에 나섰으며,
그와 함께 원동에서의 고려인 자치권 복원에
대한 이야기 또한 다시금 대두되기 시작하였
다. 때마침 이루어진 한국의 “개방”이 이러한
고려인들의 움직임에 일조한 측면도 있었다.
처음으로 고려인들은 선조들의 조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그 역사적 모국을 자신
들과 결부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의 봄은 너무도
짧게 지속되었고, 이 시기는 소련의 붕괴라는
더욱 참담하고 공포스러운 사건의 서막에 불
과했다. “소비에트의 고려인들”은 하루아침에
“CIS의 고려인들”이 되었으며, 소비에트 연방
이라는 폐허 위에 세워진 수많은 국가들의 국
민들이 되어버렸다. 가장 많은 고려인들이 잔
류하게 된 곳은 우즈베키스탄(약 20만 명), 카
자흐스탄(10만 명), 키르기스스탄(2만 명), 그
리고 러시아(13만 명)였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문제들을 안겨다
주었다. 그중 일부분은 민족의 범위를 벗어
난 초민족적 맥락의 문제들이었다. 소비에트
연방 붕괴 후 찾아온 경제적 위기는 모든 구
소련 국가들의 국민들을 향하여 균등히 내리
덮쳤으므로.

『고려일보』
1991년 「레닌 기치」 신문은 『고려일보』
로 제호를 개칭하였다. 매일 발행되는 한글
신문과 더불어 러시아어판 주보(週報)도 발간
되기 시작했다. 본 노어판 주보는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기자들과 작가들을 중심으로
제작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러시아어 신문의
발행은 실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그간 “
사각지대”안에 숨겨져 있었던 소비에트 고려
인들의 비화들이 사상 처음으로 신문의 각 페
이지들에 게재되게 된 것이다.
1992년 『고려일보』는 자금난으로 인해
신문발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다가 같은
해 하반기부터 16면짜리 신문을 1주 1회 발
행하는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그중 절반은 한
글로, 나머지는 러시아어로 채워진 형태로 나
오기 시작했다.
2000년 1월 1일부터 『고려일보』는 카자
흐스탄 고려인 협회에 귀속되게 되었다.
2014년 『고려일보』는 민족 간 화합 증대
에 기여한 공로로 나자르바예프 N.A. 카자흐
스탄 공화국 초대 대통령이 수여하는 감사장
을 수상하였다.
2018년 『고려일보』는 창간 95주년을 맞
이하였다.
현재 『고려일보』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소유의 신문사이며 정부의 지원 하에 신
문의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신문은 매
년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보사회개발부의 국
가발주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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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образован в декабре
1995 г. на IV внеочередном съезде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редседателем
был избран профессор Хан Гурий Борисович.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является совещательным и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м органом пр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Вместе
с тем совет может выступить иници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й п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с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состав совета
старейшин входят: Пак Иван Тимофеевич
(председатель), Шегай Герман Игнатьевич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Ким Владими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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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оисеевич, Мун Александр Хендекович,
Ни Валентин Хаксунович, Пак Алла Дясуновна, Хан Гурий Борисович, Хван Май Унденович, Цой Геральд Владимирович, Цой
Эдуард Иннокентьевич.
Круг вопросов, рассматриваемых советом, включает:
• Использование различных форм и
методов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в условиях независимого Казахстана;
• Выявление и поддержка талантов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в области науки, культуры, искусства и спорта;
• Проведение мониторинга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и одиноких стариков, остро
нуждающихся в помощи;
• Оказание внимания ныне
здравствующим ветеранам, которые своим самоотверженным
трудом внесли замет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создав имидж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 Организация памятных дат
в честь ушедших из жизни заслуженных личностей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са;
• Создание
специального
фонда, главной задачей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возрождение самобыт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языка;
• Поддержка и чествование
участников ВОВ, тружеников трудового фронта, участников Афганской войны;
• Сохранение в памяти потомков заслуг корейцев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внёсших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создание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имиджа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 Работа над проектом «Известные корейцы независимого
Казахстана».

30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5.3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원로회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원로회는 1995
년 12월 개최된 제 4회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
회 비정기 총회를 통해 발족되었다. 원로회의
초대 회장으로는 한 구리이 보리소비치(Хан
Гурий Борисович) 교수가 선출되었다.
원로회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협
의 및 자문 기구이다. 그와 더불어 카자흐스
탄 공화국 내 한민족 발전에 기여하는 취지
의 행사를 기획함에 있어 주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늘날 본 원로회의 구성원들은 박 이반
찌모폐예비치(회장), 쉐가이 게르만 이그나찌
예비치(부회장), 김 블라지미르 모이셰예비
치, 문 알롁산드르 혠데꼬비치,
니 발롄찐 학수노비치, 박 알라
자수노브나, 한 구리이 보리소
비치, 황 마이 운데노비치, 최
게랄드 블라지미로비치, 최 에
두아르드 인노껜찌예비치.
원로회가 다루고 있는 현
안들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
고 있다:
• 독립된 주권국가인 카
자흐스탄의 환경에 부합하는
애국정신에 기초한 후속세대
교육을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실시
• 과학•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내 고려인 인재들의 발굴
및 후원
•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고려인 가족들 및 독거노인들
에 대한 모니터링
• 이타적 활동을 통해 카
자흐스탄 공화국의 발전에 공
헌함으로서 카자흐스탄 고려
인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
에도 기여한 생존 원로•노병들
을 대상으로 예우 및 후원 실시
• 한민족 고(故) 위인들을
기리는 추모일 등의 행사 기획

• 한민족 고유 문화 및 언어의 부흥을
주 목적으로 하는 특별재단 설립
• 대조국전쟁 참전용사, 노동전선 참여
자, 아프간 전쟁 참전자들에 대한 예우 및 후
원 실시
•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현 카자스흐탄
고려인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에 공헌한
1세대 고려인들의 공로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여 이들에 대한 기억을 후속세대에 계승시
키기
• 프로젝트 『독립 주권국 카자흐스탄
의 저명한 고려인들(«Известные корейцы
независимого Казахстана»)』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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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МОЛОДЁ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Одна мечта – одна команда!» С таким
девизом создавался молодёжный центр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когда
небольшая группа инициативных ребят
решила стать чем-то большим, нежели
просто группой, и, организовав несколько
проектов, преобразовалась в сплоченн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27 июня 1998 г. в Алматы был
проведёнI-ый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форум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ёжи, на котором было утверждено положение о молодёжном центре и избран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митет во
главе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Становление молодёж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цев проходило
при поддержке Цхая Юрия Андреевича, на
тот момент президента РОО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Главными целям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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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рганизации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выявление
лидерских качеств и сплочение всей казахстанской и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ёжи.
Первым руководителем молодёжного центра стал Тин Валерий Георгиевич.
В 2000 г. на этом посту его сменила Хан
Марина Марсовна. На этапе зарождения
молодёжного движения были сформированы центры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проведён
ряд мероприятий, организован конкурс
по назначению стипендий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и НТО
«Кахак».
В 2001 г. лидером молодёжного движения стал Огай Сергей Геннадьевич, ныне
президент ОЮЛ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од его руководством была
выстроена четкая структура организации, активизирована работа как
в г. Алматы, так и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Казахстана, установлены контакты
с корейскими молодёж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стран СНГ и дальнего зарубежья. В мае 2003 г. был проведён
первый в Казахстане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ёжи с
участ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из 11 ти
стран мира. Именно на этом этапе
МДК зарекомендовало себя как самодостаточ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являющаяся главным помощником во
всех проектах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В 2004 г. председателем МДК
становится Ким Вячеслав Семёнович. В этот период завершилос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орейского дома в
городе Алматы, и у молодёж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явилась собственная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ая база:
офис, оснащенный необходимо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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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회연합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년협회』
“하나의 꿈 – 하나의 팀!” - 이러한 구호
아래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산하 청년센
터가 탄생하였다. 한때 조촐한 모임을 이루고
있던 진취적 성향을 가진 몇 명의 청년들은
어느 순간 문득 이보다 더 큰 뜻을 품은 단체
로 성장하리라는 결심을 내렸고, 이후 여러가
지 프로젝트들을 기획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은 하나의 응집력 있는 사회 연합으로 성
장하게 되었다.
1998년 6월 27일 알마티 시에서 제 1회
한민족 청년 공화국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청년센터의 규정이 수립되고 회장
을 위시로 한 집행위원회 구성원들의 선출이
이루어졌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년협회』의 확립은
당시 공화국 사회연합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회장이었던 유리 안드례예비치의 지원

하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청년협회는
청년 리더들의 양육과 카자흐스탄 내 모든 민
족 청년세대 간의 단합을 주요 활동 목적으
로 두고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년협회』의 초
대 회장으로는 진 발레리 게오르기예비치
(Тин Валерий Георгиевич)가 선출되었으
며, 2000년에는 그 뒤를 이어 한 마리나 마르
소브나(Хан Марина Марсовна)가 회장직을
맡았다. 본 청년협회의 창립 시기와 때를 같
이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센터들이 설
립되고 여러가지 행사들이 진행되었으며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과학기술협회 「과학」 등이 주
관하는 장학금 대회들이 개최되었다.
2001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년협회』
의 회장직에 현 법인연합 「카자흐스탄 고려
인 협회」 회장인 오가이 셰르계이 겐나지예
비치(Огай Сергей Геннадьевич)가 선출
되었다. 그의 지휘 하에 청년협회의 명확한
조직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알마티 시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전역 각 지역들과의 업
무체계가 활성화되었다. 타 CIS 국가들 및
해외 한민족 청년연합들과의 협력 체계 또
한 구축되었다. 2003년 5월에는 카자흐스
탄 최초의 국제 한민족 청년포럼이 주최되
었다. 총 11개국 대표들이 참가한 이 행사
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년협회』가 주체
적인 단체이며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가 주관하는 모든 프로젝트들의 실현에 중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004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년협
회』의 회장으로 김 뱌체슬라브 셰묘노비
치(Ким Вячеслав Семенович)가 선출되
었다. 마침 이 시기에는 알마티 시 소재 「
까레이스키 돔」이 완공되어 청년협회를 위
한 사무실 공간과 사무용 가구, 컴퓨터 기
기 등의 물적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
다. 프로젝트 업무와 커머스 스타트업 실현
이 본격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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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ебелью и компьютерной техникой. Началась проектная работа, реализация коммерческих стартапов.
В 2008 г. молодёжное движение возглавил Ким Денис Вилорьевич. МДК стало выстраивать отношения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структурами, участвовать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закупках, более активно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с Ассамблеей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С 2014 г. и по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едседателем МДК является Ли Игорь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началась консолидация с молодёжными корей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стран СНГ,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создаются эффек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качественного нетворкинга.
МДК осуществляет деятельность не
только в городе Алматы, но также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Казахстана. У всех региональны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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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тров схожая структура, но есть и свои
специф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так как, помимо обще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проектов,
существуют и лока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Региональные молодёжные корейские
центры отличает друг от друга не только
количественный состав, но и реализуемые проекты, тем самым каждый из них
является органичной частью Молодёжного движения. Общую координацию осуществляет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центр МДК в
городе Алматы.
За весь период работы Молодёжным
движением корейцев реализован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проектов различного масштаба,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развитие и поддержку казахстанской молодёжи. Тысячи
молодых людей раскрыли свой потенциал,
приобрели организаторские и лидерские
навыки. Наиболее крупные и значимые
проекты МДК:
с 1998 г. –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конкурс по назначению стипендий;
с 2001 г. – команда КВН МДК;
с 2002 г. –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конкурс школьников «Юный лидер»;
в 2003 г. –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ёжи;
с 2004 г. – проект п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Профессионал»;
с 2005 г. – интеллект-шоу «Я и Корея»;
в 2005 г. – 1-ы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форум корейских СМИ стран СНГ;
в 2007 г. – организация мероприятий в честь 70-летия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с 2010 г. – интеллект-шоу «Наш
Казахстан»;
в 2010 г. – Казахстанско-корейский
форум по изучен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языка;
с 2010 г. – организована работа по
отправке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по языковым, о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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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는 김 지니스 비로리예비치
(Ким Денис Вилорьевич)가 청년협회의 새
로운 회장이 되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
년협회』는 정부 부처들과의 교류관계 구축에
나서며 정부조달 등에 참여하는 한편, 카자흐
스탄 민족회의와도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협
동을 하기 시작했다.
2014 년부터 현재까지 『카자흐스탄 고려
인 청년협회』의 회장직은 리 이고리 꼰스딴
찌노비치(Ли Игорь Константинович)가 수
행하고 있다. 근래 들어 타 CIS 국가들 소재
고려인 청년 단체들과의 연합 형성을 향한 움
직임이 시작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높은 수준
의 네트워킹 체계를 위한 효율적 플랫폼의 구
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년협회』는 알마티
시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활동하
고 있다. 전국의 청년협회 지부들은 전반적
으로 알마티 시 본부와 비슷한 조직•업무 구
조를 갖추고 있으나, 전국구 프로젝트 외에
각 소재지역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에도 참여
하므로 각지의 특성에 기반한 특수성 또한 내
포하고 있다. 본 청년협회의 지부들은 구성
원 수에서 뿐만 아니라 시행하는 프로젝트들
의 성격에서도 각기 다른 특성을 띠고 있으
며, 이러한 각자의 특수성이 합쳐져 하나의 『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년협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년협회』는 카
자흐스탄 전역의 청년협회들을 총괄하고 이
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

창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카자흐스탄 고
려인 청년협회』는 카자흐스탄 청년세대의 발
전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규모의 행사
들을 대거 실현시켜왔다. 이를 통해 수천 명
의 젊은이들이 각자의 잠재성을 발견하여 발
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직력과 리더십 기
술을 터득하였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년
협회』가 실현시킨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은 다
음과 같다.
1998 년부터 – 전국 장학금 수여 경연대
회
2001 년부터 – 유머 경연 프로그램 'КВН'
출전 팀 조직
2002 년부터 – 전국 학생 경연대회 「유
늬 리제르(«Юный лидер», - 청소년 리더)」
2003 년 – 국제 한민족 청년 포럼
2004 년부터 – 취업 지원 프로젝트
「Professional」
2005 년부터 – 지능•지식 경연쇼 「야 이
까례야(«Я и Корея», - 나와 한국)」
2005 년 – 제 1회 CIS 고려인 매스미디
어 정보 포럼
2007 년 –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70주
년 기념 행사 기획
2010 년부터 – 지능•지식 경연쇼 「나쉬
카자흐스탄(«Наш Казахстан», - 우리의 카자
흐스탄)」
2010 년 – 카자흐스탄-한국 국가언어 학
습 포럼
2010년부터 – 학생 및 대학생 대상 한
국 언어연수, 정규교육 및 관광 프로그
램 기획
2011 년부터 – 한국 영화제
2015 년부터 – 프로젝트 「리취노
스찌(«Личность», - 개성 )」
2016 년부터 – 인터넷 프로젝트
「Vine Pabiguys」
2016
년부터
–
페스티벌
「K-POPSTAR.KZ」
2017 년 –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80주년 기념행사 기획
2018 년 – 공화국 신문 「고려일보」
창립 95주년 기념행사 기획업무 조력

203

년

30

ЛЕТ.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разовательным и туристическим программам;
с 2011 г. –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с 2015 г. – проект «Личность»;
с 2016 г. – интернет- проект
VinePabiguys;
с 2016 г. – фестиваль K-POPSTAR.KZ;
в 2017 г. – организация мероприятий
в честь 80-летия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в 2018 г. – помощь в организации
95-летия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газеты «Корё ильбо»;
в 2019 г. – форум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ёжи
стран СНГ «Грань бесконечности. Перезагрузка».
Также за весь период деятельности
МДК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и проведено
множество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форумов с участием молодёж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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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азахстана и других стран СНГ. Активисты
молодёжного движения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работе предвыборных штабов кандидатов в депутаты маслихата города Алматы.
Структура молодёж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менялась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лась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еалиями времени и введением новых проектов, актуальных для молодёжи каждого период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функционирует ряд
подразделений: HR группа, PR группа, региональ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группы по проектам «Стипендии»,
«Я и Корея», «Наш Казахстан». (фото 5.4.10)

Органами управления МДК являются:
форум (высший орган), правление,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 Текущ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редседателю МДК помогают осуществлять его
заместители и ответственный секретарь.
С момента своего создания и по сей
день МДК тесно взаимодействует с Ассамблеей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принимая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её проектах и мероприятиях, а также сотрудничает со
всеми этнокультурными объединениями Республики, внося тем самым свой
вклад в укрепление дружбы и мира
между этносами, сохранение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единства и согласия.
Молодё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является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За период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линою более 20-ти лет оно высоко
зарекомендовало себя на уровне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МДК стало своеобразной стартовой площадкой, с которой многие начали св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путь. В копилке молодёж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немалое число
достойно взращенных кадров, которые
характеризуются успешностью и лидерскими навыками – а это основные
преимущества для будущего казахстанской молодёж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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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CIS 고려인 청년 포럼 「무한
의 경계. 리부트(«Грань бесконечности.
Перезагрузка»)」.
이 밖에도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년협
회』는 창립 이후 현재까지의 활동기간 동안
카자흐스탄 및 CIS 청년들이 참가한 수많은
국제•전국 포럼들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청
년협회의 열성 활동원들은 다수에 걸쳐 알마
티 시의원 후보들의 캠프 활동에도 참여한 바
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년협회』
의 조직구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
로 바뀌며 보완을 거듭해 왔으며, 현재에는
HR 팀, PR 팀, 지부 담당 부서, 국제교류 부
서, 그리고 프로젝트 「장학금(«Стипендии»)
」 • 「야 이 까례야(«Я и Корея»)」 • 「나쉬 카
자흐스탄(우리의 카자흐스탄)」의 전담 팀이
기능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년협회』의
운영 조직들로는 포럼(최상위 조직), 임원회,
회장, 위원회가 있다. 회장의 활동은 권한대
행 수행자들과 담당 비서가 보좌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년협회』는 창립
이래로 현재까지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와 긴
밀히 협동해 오고 있으며, 민족회의가 주관하
는 프로젝트 및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내의 모든 민족문
화 연합들과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
으로서 민족 간 친선, 평화, 단합, 그리고 화합
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기능하는 조직인 『카자흐스탄 고려
인 청년협회』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활
동해오며 전국적인 규모의 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단체로서 안착하였다. 또한 『카
자흐스탄 고려인 청년협회』는 많은 이들에게
있어 사회 속 전문가의 길
로 들어서기 위해 첫 발걸
음을 내딛는, 이른바 ‘발진
기지’와 같은 공간이 되었
다. 본 청년협회는 많은 인
재들을 양육해 내었으며,
이들은 미래의 카자흐스
탄을 짊어지고 나갈 청년
세대에게 있어 가장 중요
한 덕목인 성공지향성과
리더십 기술을 갖추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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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КАХАК»
«Кахак» (точнее «Квахак») в переводе
с корейского означает «Наука». Так просто, непритязательно, вместе с тем ёмко и
всеобъемлюще называется единственное
и в своём роде уникальное в Казахстане
общественное националь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торое создали в 1991 г. п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принципу профессора: Пак
И.Т., Кан В.М., Пак М.А., Цой С.В., Цой Э.И.,
Ю В.К. Кроме того, создание объединения поддержала и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резидентом которой на тот
момент был Хан Г.Б.). По своей сути оно
является самодостаточ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торой зиждется на инициативе её учредителей и активистов – учёных, заботящихся об интеллектуализа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са. Учёные-корейцы работают сегодня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отраслях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результаты их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и трудовых
усилий весомы и разнообразны.
НТО «Кахак» наряду с аналогичными
обществами в почти 20 странах входит в
состав и поддерживаетс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ре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х обществ учёных и инженеров (КОФСТ)
со штаб-квартирой в Сеуле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Количество
член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 более 500, в том числе Герой
труда – 1, лауреа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емии – 12,
заслуженных деятелей – 8,
академиков
различных
академий – 29, докторов
наук – 81, кандидатов наук
и докторов философии –
около 200. Работа по НТО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шести
секций: физико-математическая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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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хнологий, химико-технологическая, медико-биологическая, секц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наук и биотехнологии, технически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ук. Оператив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деятельностью НТО с 2014 г.
осуществляет совет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 общества Муном Григорием Алексеевичем, почётным президентом Паком
Иваном Тимофеевичем, вице-президентами Ю Валентиной Константиновной, Паком Виссарионом Владимировичем и Кимом Дмитрием Спартаковичем.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НТО «Кахак»:
1. Семинары, конференции
На ежемесячных научно-познавательных семинарах обсуждаются научные
идеи, проекты, относящиеся к различным
областям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в частности, математике, компьютерной технологии, химической технологии, композиционным
материалам, энергетике, полупроводникам, металлургии, лекарственной химии,
микроэлектронике, медицине, экологии,
биологии и сельскому хозяйству. Стали
традиционными семинары и конференции, тематика которых связана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традициями, а также регуля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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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과학기술협회 『과학』
간결하면서도 넓고 포괄적 뜻을 내포한
한국어 단어를 단체명으로 차용한 과학기술
협회 『과학 (러시아어 표기명: «Кахак»)』은 카
자흐스탄 내 본 분야에서 독자적이며 유일한
민족 사회연합이다. 본 과학기술협회는 1991
년 박 I.T., 강 V.M., 박 M.A., 최 S.V., 최 E.I., 유
V.K. 교수들의 주도 하에 전문성 원칙에 기초
하여 설립되었다. 당시 한 구리이 보리소비치
가 회장으로 있던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또
한 본 단체의 설립을 지지하였다. 본질적으로
과학기술협회 『과학』은 한민족의 지성화(知
性化)를 위해 힘쓰는 학자 집단의 구성원들인
창립자 및 주요회원들의 주도 아래 활동이 이
루어지는 자립적인 기관이다. 오늘날 고려인
과학자들은 사실상 모든 카자흐스탄 내의 과
학 및 기술 부문들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은 각자의 지적•전문적 능력을 통해 다양한
성과들을 내고 있으며, 이로써 국내 과학•기
술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과학기술협회 『과학』은 세계 20여개국의
동종 기관들과 함께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의 회
원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과학』의 회원 수는 5백 명 이상이며, 그
중 1명의 근로영웅 칭호 수상자, 12명의 정
부 상 수상자, 8명의 공훈 활동가 칭호 수상
자, 29명의 각종 아카데미 회원, 81명의 박

사, 200여 명의 준박사 및 철학박사들이 포
함되어 있다. 본 과학기술협회의 업무활동은
「물리•수학 및 정보기술」, 「화학기술」, 「의
료•생물학」, 「농업과학 및 생명공학기술」, 「
기술 및 사회과학」 등 총 6개 부문으로 나
뉘어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부터 과학기
술협회 『과학』의 활동에 대한 지휘•감독은
문 그리고리 알롁셰예비치(Мун Григорий
Алексеевич)를 필두로 명예 회장 박 이반 찌
모폐예비치, 부회장 유 발롄찌나 꼰스딴찌노
브나, 박 비싸리온 블라지미로비치, 김 드미
뜨리 스파르따꼬비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가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협회 『과학』의 주요 활동 방향:
1. 세미나 및 컨퍼런스
매월 개최되는 과학 정보 세미나에서는
여러가지 과학적 아이디어들과 수학 • 컴퓨터
기술 • 화학 기술 • 복합재료 • 에너지 • 반도
체 • 야금학 • 의약화학 • 미전자공학 • 의학
• 환경 • 생물 • 농업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
야들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에 대한 논의가 이
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도 한민족 문화 및 전
통과 관련된 주제의 세미나 및 컨퍼런스 또한
꾸준히 열리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및 한국
문화계 한인들이 함께하는 예술 행사도 정기
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총 4
건의 학술 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카자흐스탄 고
려인 정주 60주년을 맞
아 진행된 제 1회 국제 과
학 컨퍼런스 「카자흐스
탄의 과학 및 기술 분야
에 대한 고려인들의 기
여 («Вклад корейцев
в науку и технику
Казахстана» (1997))」, 제
2회 국제 컨퍼런스 「21세
기 속 과학의 우선순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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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о организуются творческие встречи с деятелями культуры из числа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стоялось четыре научных форума: к
60-летию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I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Вклад корейцев в науку и технику
Казахстана» (1997); II конференция – «Научные приоритеты и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на рубеже XXI века» (2004); III конференция – Modern Tendencies of Development
of Science in Central Asia (2007) и IV конференция – «Инновационные идеи и технологии-2011» (2011) с участием учёных,
аспирантов и студентов из Казахстана, Росс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итая, Узбекистана, Киргизии. Учёные НТО «Кахак» представляют результаты сво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научных конференциях, проводимых
КОФСТ в Корее, России, Узбекистане и ряде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
2. Издатель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Большее значение для координации,
освещ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НТО «Кахак», обмена науч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приобретает
издаваемый обществом журнал «Известия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Кахак» с
периодичностью 4 номера в год, в котором
публикуются научные статьи по многим
отраслям науки. Импакт-фактор по казахстанской базе цитирования (КазБЦ) составляет
0,103 и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высоком рейтинге среди научных изданий Казахстана.
НТО оказывает поддержку изданию научных
трудов:
книг,
монографий, брошюр,
докладов,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буклетов и другой
печатной
продукции.

208

НТО «Кахак» изданы книги «Корейцы в
науке Казахстана»,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кто есть кто» и «Корейцы в науке, технике
и культуре Казахстана». В 2017 году – году
80-летия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 опубликован фундаментальный труд
большого авторского коллектива –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содержащая обшир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сферах
жизни и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в которой собран громадный материал
о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ах, охватывающий
разнообразные сведения, включая этапы,
места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3. Научно - технические проекты
Успешным примером коммерциализации науч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является деятельность активистов НТО «Кахак» доктора
технических наук Цхая А.А. (ТОО «Мембра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промышленных установок по очистке
воды), кандидатов наук Цоя А.П. (академия
«Холод») и вице-президента НТО «Кахак»
Пака В.В. (ТОО «Корпорация модульные
технологии»).
В рамках специ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КОФСТ реализованы проекты «Хронология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д.и.н., профессор Ким Г.Н., 2017), сборник корейских
сказок «Волшебный родник» (иллюстр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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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Научные приоритеты и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на рубеже XXI века» (2004))」의,
제 3회 국제 컨퍼런스 「Modern Tendencies
of Development of Science in Central Asia
(2007)」, 그리고 제 4회 국제 컨퍼런스 「혁신
적 아이디어와 기술-2011 («Инновационные
идеи и технологии-2011» (2011)」이 그것
들이며, 본 포럼들에는 카자흐스탄 • 러시아
• 한국 • 중국 • 우즈베키스탄 • 키르기스스
탄의 과학자, 연구생 및 대학생들이 참여하
였다. 또한 오늘날 과학기술협회 「과학」 소
속 과학자들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KOFST)」의 주관 하에 한국, 러시아, 우즈베
키스탄 및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개최되는 학
술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학술자료
및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 출판 활동
과학기술협회 『과학』의 활동을 조율 및
조명하고 과학 정보를 교환•공유함에 있어서
본 협회가 연 4회 발행하는 학술지 「이즈볘
스찌야 나우취노-쩨흐니체스꼬보 옵쉐스트
바 과학(«Известия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Кахак’», - 과학기술 공동체 「과
학」의 소식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
다. 여러 과학 분야의 논문 및 연구자료들이
게재되는 본 과학저널의 피인용지수(IF)는 ‘카
자흐스탄 초록•인용 데이터베이스(КазБЦ)’의
통계기준으로 0,103을 기록하며 카자흐스탄
내에서 발행되는 학술지들 중 높은 등급을 보

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협회 「과학」은 책•전공
논문•브로슈어•리포트•백서 및 기타 출판물
형태의 학술작업 결과물들의 발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과학기술협
회를 통해 출간된 저서들로는 「까레이쯰 브
나우꼐 카자흐스타나 («Корейцы в науке
Казахстана» - 카자흐스탄 과학계의 고려인
들」, 「까레이쯰 카자흐스타나: 크또 예스찌
크또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кто есть кто»
-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 누가 누구인가」, 「
까레이쯰 브 나우계, 쩨흐니께 이 꿀뚜례 카
자흐스타나 («Корейцы в науке, технике и
культуре Казахстана» - 카자흐스탄의 과학,
기술, 그리고 문화계 속 고려인들」 등이 있다.
2017년에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80주년
을 맞아 대규모 작가집단의 역량이 집대성된
「엔쯰클로뼤지야 까레이쩨프 카자흐스타나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카자흐스탄 고려인 백과사전)」가 출간되었
다. 본 백과사전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삶
과 활동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과 시기별 발전
및 전개과정, 분포지 등에 대한 정보를 매우
방대한 규모로 다루고 있다.
3. 과학기술 프로젝트
과학연구 결과의 성공적인 상업화 사례로
는 과학기술협회 『과학』의 기술과학 박사 채
A.A. (유한책임회사 「멤브란늬예 쩨흐놀로기
이 («Мембранные технологии»)」의 산업용
물 정화장치 생산), 과학 준박사 최
A.P. (아카데미 홀로드(«Холод»))
및 『과학』의 부회장 박 V.V. (유한
책임회사 「꼬르뽀라쯰야 모둘늬
예 쩨흐놀로기이(«Корпорация
модульные технологии»)」) 등의
연구활동 결과들을 꼽을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회가 주관하는 특별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흐로놀로기야 이
스또리이 까레이쩨프 카자흐스
타나 («Хронология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 카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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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ии известного художника Муна Виктор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перевод Югая Константина, 2020).
Выполнено три анали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а: «Состояние экономики Казахстана на
начало XXI века»,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Химическ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и химические науки в Казахстане».
4.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вязи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Brain Pool Program
КОФСТ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работа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казахстанских учёных для работы и стажировки (аспиранты и студены) в
науч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ктивно проводится работа молодёжног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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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ектора НТО (вице-президент Ким Д.С.) по
привлечению талантливой молодёжи для
участия в ежегодно организуемых КОФСТ
молодёжных форумах – Young Generation
Forum и Young Professional Forum.
5. Активисты
Успехи общества – это работа актива, а
это: Тен Т.Л. (Караганда), Ногай А.С., Тен В. и
Огай В.Б. (Нур-Султан), Ким С.Н., Ким И.К.,
Югай О.К., Ким Р.Е., Ким Н.Х., Ли А.Н., Цой
А.П., Цхай А.А., Ли Т.Е., Мун В.В., Лим Л.В.,
Дин Н.Д., Ким А.М., Ким В.С., Ким Н., Цой Д.,
Пак А.А., Ким С.М., Ким О.К., Нам И.К., Ким
Ю. и д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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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 고려인 역사 연대기)」(역사학 박사•교수
김게르만, 2017) 및 한민족 옛이야기 모음집
「볼쉐브늬 로드닉(«Волшебный родник»,
마법의 샘)」(유가이 꼰스딴찐 번역, 유명화가
문 빅또르가 삽화가로 참여, 2020)의 출판 프
로젝트가 실현되었다.
또한 「21세기 초 카자흐스탄의 경
제 상황 («Состояние экономики Казахстана на начало XXI века»」, 「정보기술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카자
흐스탄 내 화학 및 화학산업 («Химическ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и химические науки в
Казахстане»)」 등 3건의 분석 연구 프로젝트
가 실행되었다.
4. 국제교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
는 「Brain Pool」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카자

흐스탄 학자들을 한국 과학기관들에 초청하
여 취업 및 연수(연구생 및 대학생)의 기회
를 제공하는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연
간 청년 포럼인 「Young Generation Forum」
및 「Young Professional Forum」에 참여할 재
능있는 청년들을 물색하는 『과학』 산하 청년
부(부회장 김 D.S.)의 업무 또한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5. 열성 활동원들
공동체의 성공은 곧 그 구성원들의 피땀
이다. 그 구성원들을 소개한다: 템 T.L. (카라
간디), 노가이 A.S., 텐 V. 및 오가이 V.B. (누르
술탄), 김 S.N., 김 I.K., 유가이 O.K., 김 R.E., 김
N.H., 리 A.N., 최 A.P., 채 A.A., 리 T.Y., 문 V.V.,
림 L.B., 진 N.D., 김 A.M., 김 V.S., 김 N., 최 D.,
박 A.A., 김 S.M., 김 O.K., 남 I.K., 김 Y.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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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СТУДИЯ КОРЕЙСКИХ ТЕЛЕПРОГРАММ
«КОРЁ САРАМ» – «УРИ МИНДЁГ» –
«МЕНІҢ ҚАЗАҚСТАНЫМ»
Студия корейских программ «Корё сарам» была основана в 1990 г. и впервые
вышла в эфир 4 февраля 1991 г. Во время
посещения Южной Кореи в 1990 г.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телерадиокомитета Казахской
ССР Ашимбаев С.А. предложил создать корейскую телепрограмму в Казахстане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причём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предполагалась помощь
современной аппаратурой, необходимой
для съёмок, монтажа и трансляции телевизионных програм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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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ервоначально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небольшая телепрограмма о корейцах,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азахстане, с выходом в эфир
1 раз в месяц и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ю 30
минут. Затем периодичность увеличилась
до 2-х раз в месяц с той же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ю. Постепенно усилиями сотрудников редакции телепрограмма, получившая
название «Корё сарам», стала еженедельной, причём руководство казахстанского
телевидения заявило, что если хоть раз
передача будет сорвана, то она сразу будет
закрыта.
Руководителем «Корё сарам» была назначена Цой Элла Андреевна, опытный
тележурналист, участвовавшая в
становлении таких популярных
программ, как «Тамаша», «Звёзды
встречаются в Алма-Ате», «Лучшая песня года», «Телемарафон»,
«Спасите Арал», телемост «АлмаАта – Дел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курс «Азия Дауысы». Со временем в редакцию пришли работать
молодые люди, причём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получи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на факультете журналистики Казах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Кирова, где был осуществлен
одноразовый набор на специ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для студентов
корейской, уйгурской и немец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остепенно штат работников
вырос до 10 человек, и в числе
первых были Дин Владимир Павлович – главный специалист и
переводчик, Хван Елена – редактор, Нам Татьяна – журналист, Пак
Валентина – режиссёр, Пак Юрий
– оператор, Цхай Евгения – журналист, Ким Владимир – операто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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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고려인 TV 프로그램 스튜디오
『고려사람』 - 『우리민족』 - 『몌능 카작
스타늠』
고려인 TV 프로그램 스튜디오 『고려사람
(러시아어 표기명: «Корё сарам»)』은 1990
년 설립되었으며 1991년 2월 4일 첫 방송을
송출하였다.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
방 공화국 국영 텔레비전•라디오 방송위원
회(Гостелерадиокомитет Казахской ССР)
의 회장 아쉼바예프 S.A.(Ашимбаев С.А.)는
1990년 이루어진 한국방문 도중 카자흐스탄
내에 한국 TV 프로그램을 합작하여 개설할
것을 한국 측에 제의하였다. 한국 측에는 촬
영 및 편집, 방송 송출을 위한 첨단 장비들의
지원이 요청되었다.
초기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살아가는 고려
인들에 대한 내용의 짧은 TV 프로그램이 월
1회 30분씩 송출되는 조건으로 기획되었으
나, 이후 방영 횟수가 월 2회로 늘어나게 되
었다. 『고려사람』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본 프
로그램은 편집 관계자들의 노력을 통해 마침
내 일일 방영 포맷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단
이를 승인한 카자흐스탄 TV방송당국은 본 프
로그램의 방영 일정에 단 한번이라도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그 즉시 폐지한다는 조건을 내
걸었다.
『고려사람』의 PD로는 최 엘라 안드례
예브나(Цой Элла Андреевна)가 임명되었
다. 그녀는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TV저널리
스트로, 당시 「타마샤(«Тамаша»)」, 「즈뵤
즈듸 프스트례촤윳짜 브 알마아쩨(«Звезды
встречаются в Алма-Ате», - 알마아타에
서 별들을 만나다)」, 「룻촤야 뼤쓰냐 고다
(«Лучшая песня года», - 금년 최고의 노래)
」, 「쩰레마라폰(«Телемарафон», - 텔레톤)
」, 「스빠씨쩨 아랄(«Спасите Арал», - 아랄
해를 살려주세요)」, 원격 해외문화탐방 프로
그램 「알마아타-델리(«Алма-Ата – Дели»)」,
국제 노래 경연대회 「아지야 다우씌(«Азия
Дауысы», - 아시아의 소리)」 등의 방송에 참
여하며 이들이 인기 TV 프로그램들로 등극하

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었다. 『고려사람』 프로
그램 편집부에는 점차 젊은 인력이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 중에는 키로브 카자흐스
탄 국립 대학교(Казах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Кирова)에서 고려•위구르•
독일 민족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하여 개설한
저널리즘 학과에서 전공 교육을 받은 인재들
도 있었다.
편집부 직원 수는 10명까지 늘어났으며,
그중 초창기 구성원들로 진 블라지미르 빠블
로비치(수석 전문가 및 통역가), 황 옐례나(편
집자), 남 따찌야나(기자), 박 발롄찌나(감독),
박 유리이(촬영기사), 채 예브계니아(기자), 김
블라지미르(촬영기사)가 있었다. 이후 이들의
자리를 대체할 편집부의 새로운 인원들으로
사회자 한 마리나, 촬영기사 김 뱌체슬라브,
감독 스뜨라꼬프스까야 류드밀라 등이 합류
하였으며, 이 새로운 팀은 본 TV 프로그램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1991년 2월 4일 송출된 첫 방송에서는 레
스토랑 「알마아타」에서 열린 설날 기념 행사
를 다루었다.
『고려사람』은 10년의 기간 동안 러시아
어로 방송되며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 사회 속
문화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요 내
용으로 하는 한편, 한반도의 정치•경제 분야
와 관련된 내용 또한 다루었다. 본 프로그램
은 정보전달, 단편영상, 르포, 인터뷰, 토크쇼,
고려인 및 한반도 초청 인물들의 공연, 그리
고 고려인 사회의 주요 행사들에 대한 공지
등 다양한 유형의 방송을 포괄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서는 TV영화, 극장연극 및 예
술 장인들의 콘서트 중계, 고려인 대회 및 총
회 등의 행사 취재, 각종 축제 및 명절 기념
행사 등의 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다
양한 형태의 음악 방송들과 주제별 특선 콘서
트 등과 학자, 음악가, 예술가들의 작품 발표
회 등도 폭넓은 인기를 구가했다.
2002년,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보언론사
회화합부는 국내 모든 민족 TV 프로그램들
의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방송언어 또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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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зднее на смену ушедшим из редакции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новые сотрудники, внёсшие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телепрограммы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едущая
Хан Марина, оператор Ким Вячеслав, режиссёр Страковская Людмила и др.
Первая передача, вышедшая 4 февраля 1991 г., была посвящена празднованию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стоявшемуся в ресторане «Алма-Ата».
Программа «Корё сарам» выходила в
течение 10 лет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и в своих
передачах освещала важнейшие события
в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 также политически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сновными жанрами телепрограммы явились:
информация, киносюжеты, репортажи,
интервью, беседы, выступления корейцев
и гостей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а также
анонсы и объявления о важнейш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Значительное место в программах занимали телевизионные фильмы, трансля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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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атральных спектаклей, концертов мастеров искусств, освещение съездов, пленумов, а также фестивалей и праздничных
торжеств.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различные
формы музыкальных передач, программные и тематические концерты, широко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были творческие отчёты
учёных, музыкантов, артистов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В 2002 г.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формации,
печати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гласия распорядилось переименовать все редакц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телепрограмм и перевести
вещание на национальные языки. Программа «Корё сарам» была переименована в «Ури миндёг».
За 18 лет телепрограмма вышла в
эфир свыше 900 раз, а общий объём её
вещания составил около 600 часов.
По инициативе Цой Эллы Андреевны
в сентябре 2008 г.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телеканале «Казахстан» был запущен новый
телепроект под эгидой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 «Менің Қазақстаным» («Мой
Казахстан»), объединивший все телепрограммы канала на национальных языках в
одну. С момента запуска проект показал
свою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ь и актуальность.
Программа неоднократно становилась
победителем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конкурса
по этножурналистике «Шанырақ», который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ит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формации и культуры РК. В 2014 г. программа «Менің Қазақстаным» была признана лучшей 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ой
программой по итогам телесезона 20132014 гг.
Главная задача телепроекта «Менің
Қазақстаным» – сохранение межэтнического согласия в стране, межкультурный
и межконфессиональный диалог в казахстанском обществе, возрожд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ычаев и традиций
различных этнос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еспублик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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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어로 전환시키도록 조치하였다. 그리하
여 프로그램명 『고려사람』 또한 『우리민족(
러시아어 표기명: «Ури миндёг»)』으로 개칭
되었다.
18년의 기간 동안 본 프로그램은 총 900
회 이상 송출되었으며, 누적 방송시간은 약
600 시간을 달성하였다.
2008년 9월, 최 엘라 안드례예브나의 주
도와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의 지휘 하에 국
영방송국 채널 「카자흐스탄」을 통해 새로
운 TV 프로그램 『몌능 카자흐스타늠(«Менің
Қазақстаным», - 나의 카자흐스탄)』의 송출
이 개시되었다. 이 TV 프로그램은 본 채널에
서 방영되던 모든 민족 방송 프로그램들을 하

나로 통합한 것으로, 송출 직후부터 반향을
일으키며 시류 및 수요에 부합함을 증명하였
다. 『몌능 카자흐스타늠』은 카자흐스탄 공화
국 정보문화부가 주최하는 공화국 민족저널
리즘 대회 「샤느락(«Шанырақ»)」에서 수차
례에 걸쳐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4년
에는 「2013-2014 시즌 최우수 민족역사 프로
그램」으로 선정되었다.
『몌능 카자흐스타늠』은 카자흐스탄 사회
속 민족 간 화합과 문화•종교 간 소통을 보존
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민족
들의 전통과 풍습을 부흥•발전시키는 것을 주
요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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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РЕДАКЦИЯ РАДИОВЕЩА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го радиовещания в
Казахстане занимает особую страницу в
развит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В 1937 г. вместе с газетой «Сэнбон» и
Корейским театром в город Кызыл-Орду
была перевезена и радиостудия. Однако она так и не начала работать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журналисты сразу были репрессированы. Только через два десятка лет
радиостудия возобновила свою работу
на казахстанской земле в пределах одной – Кызыл-Орд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начале
1950-х гг. было получено разрешение на
созд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радио в Кызыл-Орде.
Трудности стали возникать ещё с момента его «второго» рождения. Не был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радиожурналистов. Тогда
за работу принялись сотрудники газеты
«Ленин кичи» и артисты театра: Тен Чоль
Сон, Ли Гир Су, Ким Вон Бон, Дю Дон Иль и
О Сук Хи.
Наряду с газетой «Ленин кичи» радио
в Кызыл-Орде в течение долгого времени являлось центром духовной культуры.
Радиопередачи готовились людьми, имевшими значительный артистический опыт,
что благоприятно сказывалось на качеств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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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даваемого материала. Сохранение литературных норм языка, высокохудожественное прочтение материала вносили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возрожд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Тематика передач в основном касалась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вших в
этом регионе, освещался труд работников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 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
приоритет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в работе редакции было ознакомление с последними
директивами парт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ервой из числа стран, начавши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редакцией веща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тала КНДР. В 1956 г.
впервые была оказана помощь КызылОрдинскому радио. Пхеньянский Центральный
Гостелерадиокомитет
КНДР
предоставил помощь в виде музыкальных фонограмм, радиопередач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Фонограммы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вплоть до 1989 г. и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обновлялись.
После переезд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и газеты «Ленин Кичи» в
Алма-Ату встал вопрос об открытии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радиовеща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осле многократных обращений журналиста Цой Ен Гына в различные
партийные инстанции и личной
встречи активиста коре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етерана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Хван Ун
Дена с руковод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был дан положительный ответ. В период создания редакции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оказали председатель Алмат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Хван
М.В, активный участник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го движения
Ким Гук Чен, заслуженный артист Каз ССР Ли Гир С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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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고려말 라디오 방송국
카자흐스탄의 고려말 라디오 방송국의
역사는 고려인 민족문화의 발전사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37년, 라디오 방송국 일원들은 「선봉」
신문, 고려극장 소속원들과 함께 크질오르다
시로 강제이주되었다. 그러나 이주 직후 라디
오 방송인들은 곧바로 탄압의 표적이 되었고,
이로 인해 라디오 방송은 오랫동안 재개되지
못하다가 20년이 흐른 1950년대 초반에 이르
러서야 고려인 라디오 방송국 개설에 대한 허
가가 내려져 크질오르다 주 내로 범위가 제
한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고려인 라디오 방송국에게 찾아온 “
두번째 탄생”의 기회에도 어려움이 대두되었
다. 전문 라디오 방송인이 없었던 것이다. 이
에 텐 철송, 리 길수, 김 원봉, 주 동일, 오 숙희
등 「레닌 기치」 신문의 직원들과 고려극장의
예술단원들이 라디오 방송의 운영에 나섰다.
「레닌 기치」와 더불어 고려인 라디오 방
송국은 오랜 세월 동안 크질오르다 지역 고려
인들의 정신적 보금자리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디오 방송에서 다루어지는 콘텐츠의 준비
는 풍부한 예술활동 경력을 갖춘 이들이 담
당하였기에 뛰어난 질적 수준의 원고 확보가
가능했다. 언어의 문학적 규범의 준수와 풍부
한 예술성에 기초한 원고의 낭독은 고려인들
사이에서 한민족어의 부흥이 일어나는 데 실
로 큰 기여를 하였다. 라디오 방송의 주요 내
용은 크질오르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고려인
들의 삶과 농민들의 노고 등에 대한 것들이
었다. 또한 소비에트 정권의 시기에는 라디
오 방송 내용의 우선순위가 정부와 당국이 내
린 최신 지침사항들에 대한 정보전달에 맞추
어졌다.
한편 고려인 라디오 방송국과 최초로 교
류 및 협력을 시작한 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으로, 1956년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가 운영하는 조선중앙방송 라디오에서 크질
오르다 고려말 라디오 방송국에 음악 레코드
와 조선어 라디오 방송 등의 지원을 제공하
였다. 특히 이때 지원받은 레코드는 교체되

는 일 없이 1989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
바 있다.
국립 고려극장과 「레닌 기치」 신문이 알
마아타 시로 이전한 후, 국립 고려말 라디오
방송국 설립에 대한 건의가 제기되었다. 기자
로 활동하던 최 영근 선생이 수차례 여러 당
산하 기구들을 찾아다니며 문의를 하고 고려
인 사회운동의 열성 활동원이자 베테랑 독립
운동가 황 운정 선생이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
주의 공화국 당 지도부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
긍정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이리하여 착수된
고려인 라디오 방송국의 설립과정에서는 알
마아타 고려인 문화원의 회장 황 M.V., 고려인
문화•계몽운동의 열성 활동가 김국천,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공훈 예술가 리길
우 선생들의 큰 도움이 보태졌다.
1984년 3월 개최된 카자흐스탄 공산당
총회에서 쿠나예브 D.A. 서기장이 고려말 라
디오 방송국의 개설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텔
레비전•라디오방송 국가위원회에서는 사무
실, 인력, 장비 등을 제공하였다. 모든 것을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이때, 특
히 크질오르다 라디오국 운영 당시 구축되었
던 녹음테이프 보관실의 존재가 실로 큰 도움
이 되었다.
1984년 5월 16일 전국 라디오 방송 역사
상 최초의 고려말 프로그램이 송출되었다. 카
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라디오망
을 통해 울려퍼진 고려말 방송은 당시 고려인
사회 전체에 있어 실로 고무적이며 중대한 사
건이었다. 초창기 본 라디오 방송 시간은 30
분이었으며, 주 2회 송출이 이루어졌다. 본 고
려말 라디오 프로그램은 매회 청취자들에게
중대하고 재미있는 사건들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하였으며, 국내 생산활동의 선도자들을 소
개하거나 선조들의 전통 및 풍습에 대한 내용
을 다루기도 하였다. 특히 당시 고려인 사회
의 유명인들이나 고려극장 소속 인기 배우들
의 출연이 이루어지는 특집방송들이 매우 큰
인기를 끌었다. 오늘날 이 진귀하고 보배로운
목소리들이 담긴 녹음본 자료가 일부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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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1984 г. на мартовском Пленуме Компартии Казахстана Кунаев Д.А. официально объявил об открытии радиовеща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Госкомитет по телевидению и радио предоставил помещение, выделил штат и аппаратуру. Всё приходилось
начинать с нуля. Большим подспорьем в
работе редакции послужила фонотека кызылординской радиостудии.
16 мая 1984 г. по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му
эфиру впервые прозвучала программ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ервый выход программы на волнах Казахского радио стал
волнующим и знаменательным событием для всей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 те годы объём радиовещания составлял 30 минут, передача выходила с периодичностью два раза в неделю. Каждая
программа знакомила радиослушателей
с важными и интересными событиями,
происходящими в стране и за рубежом,
рассказывала о передовиках производства, об обычаях и традициях наших предков. Очень популярными были выступления известных людей, любимых артистов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Сегодня эта золотая
коллекция голосов частично сохранена
и бережно хранится в Золотом фонде Казахского радио.
В стано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радиовещания в Казахстане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несла Ким Ок
Не (Тамара Николаевна), которая проработала в редакции с первого дня её создания.
Её прекрасный голос завоевал много поклонников, нередко в её адрес приходили
письма от благодарных радиослушателей.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Ким Ок Не была награждена орденом
«Мугунхва»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акже она принимала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нном движении, оказывая помощь в налаживании контактов с
Посо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азахстане, Алматинским корейским центром пр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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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вещения, корейски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компаниями.
В развитие радиовеща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разные годы внесли свою
лепту Пак Ен Дюн, Хан Ольга, Цой Ми Ок,
Сен Ирина, Пак Ирина, Тен Яна и другие.
Хотелось бы упомянуть и имена людей,
без кропотливого труда которых не было
бы радиопрограмм. Это звукооператоры,
саунд-дизайнеры – Супатаева Гульжахан,
Алиаскарова Назгуль, Токмурзин Ерлан,
Даирбекова Акнур.
В 1990 г. Гостелерадио Казахской ССР
и Телерадиокорпорация KBS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телерадиовещания. Это
событие стало новым витком в деятельности радио. Молодые журналисты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ходить стажировку в извест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ах Кореи и KBS. О том,
как живут корейцы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и в других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ах, радиослушатели стали узнавать из материалов,
подготовленных коллегами из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радио Кореи. Радиовещанию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казывалась поддержка
со стороны Фонд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ресс-фонда Кореи, Алмат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В 1994 – 1997 гг. редакция входила в
состав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анала «Евразия»
и вела вещание на ближнее и дальнее зарубежье (страны Средней Азии, Россия,
США, Япония, Китай, Корея).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вещания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радио (передачи шли на казахском,
русском, уйгурском, немецком,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не мог не наложить свой отпечаток на общее направление передач
корейского радио. Готовились программы,
посвящённые праздникам того или иного
народа, звучали народные песни. У зарубежного слушателя была прекрас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узнать о народах,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азахстане, и их культур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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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카자흐스탄 라디오 황금재단(Золотой
фонд Казахского радио)」의 관리 하에 소중
히 보관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고려말 라디오 방송
국의 확립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또다른 이
로 개국 첫날부터 방송팀의 일원으로 함께한
김 옥네(러시아명: 따마라 니꼴라예브나) 여
사를 꼽을 수 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
는 수많은 팬들을 탄생시켰으며, 그녀 앞으로
청취자들의 감사 편지가 수없이 전달되었다.
이후 김 옥네 여사는 한민족 문화의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대통령 훈
장 「무궁화」를 수상하였다. 그녀는 라디오 외
에 고려인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
였으며,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알마
아타 한국교육원, 여러 한국 사회단체 및 기
업들과 고려인 사회를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
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시기별로 고려말 라디오 방송
의 발전에 공헌한 이들로 박 연준, 한 올가,
최 미옥, 선 이리나, 박 이리나, 텐 야나 외
다수의 인물들이 있다. 또한 그 존재 없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송출이 불가능했을 정도
로 큰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들 – 음향기
사 및 사운드 디자이너 수빠따예바 굴자한
(Супатаева Гульжахан), 알리아스까로바 나
즈굴(Алиаскарова Назгуль), 똑무르진 예를
란(Токмурзин Ерлан), 다이르볘꼬바 악누르
(Даирбекова Акнур) – 또한 본 지면을 통해
언급하고자 한다.
1990년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
국 텔레비전•라디오방송 당국과 대한민국 공
영방송국 KBS 간에 방송분야 내 협력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은 라디오 방송
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
의 젊은 저널리스트들은 한국 유수의 대학들
과 KBS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
다. 또한 청취자들은 그들의 역사적 조국 및
다른 해외지역들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의 삶
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국발 국제 라디오 방
송을 통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려말 라디
오 방송은 재외동포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알마아타 한국교육원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

게 되었다.
1994년부터 1997년 사이의 기간 동안 고
려인 라디오 방송국은 국제 채널인 「Eurasia
(«Евразия»)」에 귀속되어 있었으며, 중앙아
시아 타 국가들 및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 해외 국가들에도 방송을 송출하였다.
다양한 민족적 색채(당시 카자흐어, 러시아
어, 위구르어, 독일어, 영어 방송이 이루어지
고 있었다)를 품은 공화국 라디오는 고려인
라디오의 방송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
양한 민족들의 명절 특집 프로그램들이 기획
되고 각 민요들이 전파를 탔다. 이를 통해 해
외 청취자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살아가는 여
러 민족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되었다.
1996년 개최된 국제 한국언론 포럼에서
최영근 고려말 라디오 수석 편집장에게 「서
울 프라이즈」 상이 수여되었다.
1999년, 본 고려말 방송의 해외 송출이
충단되었다. 이후 2017년까지 고려말 방송은
민족 라디오 프로그램인 「도스틕(«Достык»)
」의 일부로서 진행되었다.
고려말 라디오 방송은 「Kazakh Radio
(Казахское радио) 101 FM」의 전파를 통해
매주 수요일 송출되었다. 2003년부터 2009년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매월 1회 일요일마다
러시아어로 방송되는 「마야 로지나 – 카자흐
스탄(«Моя родина – Казахстан», – 나의 조
국 카자흐스탄)」이라는 타이틀의 코너가 송
출되었다.
고려말 라디오 방송이 다루는 주요 주제
는 카자흐스탄 및 해외 한민족 소식과 카자
흐스탄 고려인 협회, 알마티 고려문화중앙회
및 기타 민족문화 연합들, 그리고 고려인 청
년단체 위주 사회단체들의 활동 등에 대한 것
들이었다. 또한 「븨다유쉬예쌰 리취노스찌
(«Выдающиеся личности», - 위인들)」, 「이
스또끼 나쉬 («Истоки наши», - 우리의 뿌리)
」, 「야 카자흐스타녜쯔 («Я – казахстанец»,
- 나는 카자흐스탄인이다)」, 「까례이스키 쩨
아뜨르: 브췌라 이 시보드냐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вчера и сегодня», - 고려극장: 어제와
오늘)」, 「카자흐스탄 글라자미 이노스뜨란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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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1996 г.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оруме
корейских СМИ главному редактору корейского радиовещания Цой Ен Гыну был
вручен приз «Сеул прайз».
В 1999 г. вещание на зарубежные страны было прекращено. До 2017 г. радиопрограмма входила в состав отдела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Достык».
Передач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ыходила на волне Казахского радио 101 FM один
раз в неделю по средам. С 2003 г. по 2009 г.
1 раз в месяц по воскресеньям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выходила программа под рубрикой
«Моя родина – Казахстан».
Нов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са в Казахстане и за его пределами, освещени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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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еятельност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и друг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корей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собенно
молодёжных, – основная тематика передач. Регулярно выходили материалы под
рубриками: «Выдающиеся личности»,
«Истоки наши», «Я – казахстанец»,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вчера и сегодня», «Казахстан глазами иностранцев», «Казахстан –
Корея: аспекты дружбы», «Гость в студии»,
«Молодёжная страничка», «Изуча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язык».
В 2005 г. на первом конкурсе по этножурналистике «За лучшее освещение
проблем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гласия и гражданского мира» (организатор КФ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Фонд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Департамента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г. Алматы)
радиопрограмм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тала победителем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ая радиопрограмма».
Незыблемый принцип «Всё
должно быть динамично, кратко,
информативно» помог вместить
в рамки 20-ти минутной программы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информации. Помим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информации в программу включались песни казахстанских певцов и исполнителей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Становление, развитие, награды и признание – через всё
это прошли преданные сотрудники редакции радиовеща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заняли достойное место в жизни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цев, но и всего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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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Казахстан глазами иностранцев», - 외
국인들의 눈으로 본 카자흐스탄)」, 「카자흐스
탄 – 까례야: 아스뼥띄 드루쥐븨 («Казахстан
– Корея: аспекты дружбы», - 카자흐스탄 –
한국: 친선의 측면들)」, 「고스쯔 브 스뚜지이
(«Гость в студии», - 스튜디오 안의 손님)」,
「말라조쉬나야 스뜨라니취까(«Молодежная
страничка», - 청년들의 페이지)」, 「이주
촤옘 고수다르스트볜늬 야직 («Изуча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язык», - 국어를 배워요)」
등의 코너들도 정기적으로 방송되었다.
2005년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공화국 재
단이 알마티 시 내무정책부의 지원 하에 주
관한 제 1회 민족저널리즘 「민족 간 화합
및 시민 평화 관련 문제에 대한 최우수 취
재 및 조명 활동 («За лучшее освещение

проблем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гласия и
гражданского мира»)」에서 고려말 라디오
프로그램이 「최고의 라디오 프로그램」 부문
상을 수상하였다.
그동안 고려말 라디오 방송국이 지켜온 “
모든 것은 역동적이고 간결하며 정보전달적
이어야 한다”라는 부동의 원칙은 20분 남짓
의 프로그램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에는 기존 정보전달 위주의 프로
그램 외에도 카자흐스탄, 한국 및 북한 가수
들의 노래들이 방송을 통해 송출되고 있다.
창립, 발전, 상급, 그리고 인정 – 이 모든
관문을 거쳐온 고려말 라디오 방송국은 고려
인들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모든 국민들
의 삶 속에서 그간의 행보에 합당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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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ДЕЛОВОЙ-КЛУБ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10 июля 2015 г. по инициативе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собралась
небольшая группа корейс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 целью организации совместного общения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Эта встреча
стала исторической и положила начало
созданию Делового клуба АКК.
Миссией клуба определена консолидация деловых кругов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Казахстана, основанная на
взаимопомощи и доверии как базовы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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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инципах взаимовыгодных и долгосрочных отношений.
Цель Делового клуба АКК – организация единой площадки для коммуникаций,
общения, обмена деловой информацией,
опытом работ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азвития
бизнеса и новых проектов.
Первым руководителем Делового
клуба АКК стал Огай Сергей Геннадьевич. В 2018 г. на этом посту его смен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ТОО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фонд «Новые
решения» Ким Вячеслав
Семёнович. В 2019 г. на
должность
председателя был избран директор ТОО Glen Ким Виктор Эрикович. А в 2020 г.
клуб возглавил Ким Вячеслав Анатольевич.
Деловой клуб АКК
является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ОЮЛ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За прошедший период были разработаны
правила и положения,
регулирующие порядок
деятельности клуба и
его участников. Деловой
клуб АКК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следующих ключевых
принципов:
равноправие, уважение и соблюдение правил клуба, непрерывное развитие и
образование, поддержка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программ
АКК, никакой политики и
религии в клубе, соблюдение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ости. Все решения принимаются членами клуб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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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비즈니스 클럽』
2015년 7월 10일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
회의 주도 하에 소규모 정예로 이루어진 고
려인 실업가들의 모임이 개최되었다. 모임의
목적은 상호 간의 소통 및 협력 체계의 구축
을 위한 것이었다. 이날 이들의 만남은 『카자
흐스탄 고려인 협회 비즈니스 클럽(Бизнесклуб АКК)』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자리
가 되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비즈니스 클
럽』은 본 단체의 사명을 “상호호혜적이며 지
속적인 관계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상호협력
및 신뢰에 기반하여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
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들 간 단합을 이루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단체의 목적은 소통, 교류, 사업 정
보 및 경험의 교환, 협력, 사업 및 새로운 프
로젝트의 개발 등을 위한 단일 플랫폼의 구
축에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비즈니스 클
럽』의 초대 회장으로는 오가이 셰르계이 겐
나지예비치가 추대되었다. 2018년에는 유
한책임회사 교육재단 「노븨예 례쉐니야
(«Новые решения»)」의 대표 김 뱌체슬라브
셰묘노비치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으며, 2019
년에는 유한책임회사 「Glen」의 대표 김 빅
또르 에리꼬비치가 회장이 되었다. 2020년에
는 김 뱌체슬라브 아나똘리예비치가 회장직
을 맡게 되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비즈니스 클
럽』은 법인연합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를 구성하는 조직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근
래에는 본 비즈니스 클럽 및 그 회원들이 수
행하는 활동의 절차를 정하는 규정 및 규칙
이 수립되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비
즈니스 클럽』은 회원들 간 동등권의 보장, 클
럽 내 규정의 준수, 지속적인 발전 및 교육,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가 수행하는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일체의 정치•종교
활동 금지, 기밀유지 준수 등을 핵심 원칙으
로 정하고 있다. 본 비즈니스 클럽 내의 모든
사안들에 대한 결정은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

고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비즈니스 클
럽』은 비즈니스 조식(Business Breakfast), 스
포츠 및 가족 행사, 포럼, 트레이닝, 약식 미
팅, 월간 총회 등 다양한 형식의 행사들을 정
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비즈니스 클
럽』이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첫 프로젝트로서 수행한 업무는 「
고려일보」사의 홈페이지 제작이었다.
2016년 7월 8일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의
주관 하에 알마티 시 돔 드루쥐븨(친선회관)
에서는 카자흐스탄-한국 협력 포럼이 개최되
었으며, 본 행사의 주최기관들 중 하나로 『카
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비즈니스 클럽』이 참
여하였다. 본 포럼은 카자흐스탄과 한국 사업
가들, 그리고 타 국가 파트너들 간 대화가 이
루어지는 장이 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투자유
치•친사업환경 조성•상호협력을 방해하는 행
정적 애로사항들의 극복 등에 대한 논의가 오
고갔다. 그 밖에 CIS 지역 한민족 경영가들의
미팅 또한 열렸으며 주카자스흐탄 대한민국
총영사관, KOTRA, 한국 사업가 협회 등의 대
표들이 참석하였다. 바로 이 포럼에서 CIS 지
역에서 활동하는 한민족 경영인들의 단일 플
랫폼 구축에 대한 아이디어가 발의되었으며,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비즈니스 클럽』 또
한 이러한 제안의 발기자들 중 하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CIS 국가들의 비즈니스
클럽들이 상기 아이디어에 찬성하였으며, 이
후 2016년 9월에는 비슈케크 시에서 「CIS 고
려인 비즈니스 클럽 연합회(ОКБК)」의 설립
에 대한 MOU가 체결되었다. 현재 본 연합회
에는 러시아 • 우즈베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 우크라이나 • 한국 • 카자흐스탄 등 6개국
에서 활동하는 9개 비즈니스 클럽들이 회원
으로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비즈니
스 클럽』은 「CIS 고려인 비즈니스 클럽 연합
회(ОКБК)」에서 주관하는 모든 포럼들에 참
여하고 있다. 2020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
회 비즈니스 클럽』은 본 연합회의 활동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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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утем голосования. Клуб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проводит мероприятия различного
формата: бизнес-завтраки, спортивные и
семей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форумы, тренинги, неформальные встречи, ежемесячные
заседания.
Первым проектом в поддержку деятельности АКК было создание интернет-сайта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газеты «Корё
ильбо».
8 июля 2016 г. в Доме дружбы г. Алматы под эгидой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состоялся Казахстанско-корейский
фору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дним из организаторов которого выступил Деловой клуб
АКК. Форум стал диалоговой площадкой
среди казахстанских 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бизнесменов, партнёров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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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ля обсуждения вопросов привлеч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развития благоприятной бизнес-среды, устранени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барьеров, препятствующих качественному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корейс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тран СНГ.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KOTRA, Ассоци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бизнесменов.
Именно на этом форуме была озвучена идея организации единой площадки
корейс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НГ, одним
из инициаторов которой стал Деловой
клуб АКК. Деловые клубы дружественных республик поддержали идею, и уже в
сентябре 2016 г. в Бишкеке был подписан
меморандум о создании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ских бизнес-клубов
СНГ (ОКБК).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ОКБК входят 9 клубов
из 6 ти стран: Казахстана,
Кыргызстана, России, Узбекистана, Украины, Южной Кореи. Деловой клуб
АКК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о
всех форумах Объединения. В 2020 г. честь возглавить движение ОКБК

30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끌 단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으며, 연합회
의 회장으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비즈니
스 클럽 소속의 김 알롁산드르 에두아르도비
치가 추대되었다.
2017년에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비
즈니스 클럽』의 재정 지원 하에 동양 격투
기 축제가 개최되었으며 주카자흐스탄 대한
민국 대사관,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및 과
학기술협회 「과학」이 주관하는 장학금 대회
가 진행되었다.
2017년 7월 20일 아스타나 시에서 카자
흐스탄 고려인 정주 80주년 및 카자흐스탄 공
화국 – 대한민국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카

자흐스탄-한국 비즈니스 협력 포럼이 개최되
었다. 25개국에 2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석
한 본 포럼의 목적은 카자흐스탄 및 재외 한
인 기업가들 간의 상시적 교류 및 소통을 위
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본 포럼의
일환으로 재외 한인 기업인 연합 「영비즈니
스리더네트워크(YBLN)」 및 「CIS 고려인 비즈
니스 클럽 연합회(ОКБК)」의 회의가 진행되었
다. 포럼 이틀 째에는 참가자 전원이 「EXPO2017」 행사장을 방문하여 새로운 사업관계
의 구축 가능성 등을 모색하고 다양한 참여국
들의 부스들을 견학하였다.
2018년 5월 알마티 시에서는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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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ыпала Деловому клубу АКК, а президентом Объединения на этот период от Делового клуба АКК избран Ким Александр
Эдуардович.
В 2017 г.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Делового клуба АКК прошёл фестиваль
восточных единоборств и проведён очередной конкурс стипендий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и НТО
«Кахак».
20 июля 2017 г. в Астане состоялся
казахстанско-корейский форум делов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свящённый 80-летию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и
25-летию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азахстан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Форум объединил
около 200 участников из 15 стран мира.
Цель форума – организация постоян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площадки дл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казахстанских 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с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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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прошли собрания сет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ских бизнесменов YBLN
и ОКБК. Во второй день форума участники
посетили международную выставку «ЭКСПО-2017», где смогли расширить свои
деловые связи и посмотреть павильоны
стран-участников выставки.
В мае 2018 г. в Алматы впервые прошёл форум 3-го поколен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34 участника из 12 регионов
Республики. На примере Делового клуба
АКК участникам форума была предложена
идея консолидации в различн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сообщества для дальнейшей
коммуникации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Форум
стал механизмом, позволяющим выявить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нашей стра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третьего
поколения, обладающих лидерскими качествами, добившихся признания и уважения
в свое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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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고려인 3세대 포럼이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주관을 통해 개최되었다. 본
행사에는 카자흐스탄 12개 지역에서 34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하였다. 본 포럼에서는 『카
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비즈니스 클럽』을 본
보기로 한 다양한 전문가 공동체를 창설하여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발의되었다. 이 포럼은 카자흐스
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고려인 3세들 중 리
더의 자질을 갖추고 각자의 전문 직종에서 인
정을 받고 있는 이들을 찾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되었다.
2019년 7월 알마티 시에서는 「АККnetworking」 포럼이 개최되었다. 본 행사에
는 카자흐스탄 8개 도시에서 의료, 과학, 교
육, 스포츠, 예술, 법조계, 중소기업체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1백 명 이상의 참가자
들이 모였다. 본 포럼의 주요 주최 기관은 「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및 『카자흐스탄 고
려인 협회 비즈니스 클럽』이었으며, 재외동
포재단 또한 행사의 주최 과정에 협조하였다.
「АКК-networking」은 참여자들 간 소통, 협

력, 경험공유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교류
의 장이 되었다. 본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젊은 새대의 카자흐스탄 고려인들 중 전문력
을 갖춘 새로운 리더들을 발굴해내는 것과 카
자흐스탄-한국 파트너들 간에 지속적인 교류
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가 공동체를 창설하
는 것이다.
현재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비즈니스
클럽』에는 36명의 정회원들과 15명의 회원
후보들이 있다. 본 클럽의 조직구조에는 회장
외 2명의 부회장, 비즈니스 위원회, 회원 위
원, 그리고 네트워킹 팀이 기능하고 있다. 가
입을 원하는 기업인은 누구나 가입 신청을 거
쳐 일정한 조건을 충족 후 본 클럽의 정회원
이 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비즈니스 클
럽』 가입 시 회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본 클럽 회원들 간 경험 및 정보 공
유, 본 클럽 구성원들 및 CIS 고려인 비즈니스
클럽 연합회 소속 회원들과의 교류, 본 클럽
및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주최 행사 참가,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산하조직 및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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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июле 2019 г. в Алматы проведён форум «АКК-networking», на который собрались более 100 участников из 8 городов
Казахстана,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различные
сферы деятельности: медицину, науку, образование, спорт, творчество, юриспруденцию, малый и средний бизнес и др.
Основным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форума
выступили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и Деловой клуб АКК при содействии
Фонда поддержк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АКК-networking» стал площадкой для
общ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обмена опытом. Главная цель проекта – выявление
и поддержка новы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лидеров из числ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олодого и среднего поколения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формирование устойчив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дл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казахстанскими и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партнёрам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Деловом клубе АКК 36 постоянных участников и 15
кандидатов. В структуру клуба, кроме
председателя, входят два заместителя,
комитет по бизнесу, комитет по членств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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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 networkingteam.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может вступить в Деловой клуб заявителем и со временем, при
соблюдении определённых условий, стать
постоянным участником.
При вступлении в клуб открываются
следующие возможности: обмен опытом
и полез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внутри клуба,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любы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клуба,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зарубежными
корейцами по программам ОКБК,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клуба и АКК,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и партнёрами
АКК, продвижение по каналам коммуникаций клуба и АКК.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география Делового клуба АКК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города Алматы, Нур-Султан, Актау, Атырау. Решается
вопрос о включении в клуб кандидатов
из Караганды и Шымкента. Деловой клуб
АКК стремится создать команду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основной целью которой
будет взаимопомощь, уважение друг к
другу, умение договариваться и уважение
к своим корням и традиция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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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교류, 본 클럽 및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망을 활용한 홍보/프로모션 등.
오늘날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비즈니
스 클럽』의 활동 반경은 알마티, 누르술탄, 악
타우, 아트라우 시를 아우르고 있으며, 현재
카라간디 및 심켄트 시 소재 회원 후보들의
추가 영입에 대한 결정이 진행 중에 있다. 『카

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비즈니스 클럽』은 같
은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반자들로 이
루어진 팀을 형성하여 상호부조와 상호존중,
성숙한 협상문화, 민족적 뿌리 및 전통에 대
한 긍지 등이 기본 철학이 되는 공동체를 이
룩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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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ЛАВА 6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АКК ДО 2030 ГОДА
В 2020 году разработана и принята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отражающая стратегию развития организации на ближайшие десять лет.
Актуальность принятия Концепции АКК
была продиктована тем, чт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сё чаще звучат вопросы: что нас
ждёт в Казахстане в будущем? Что нужно
делать для того, чтобы мы, наши дети и
внуки благополучно жили в Казахстане и
вносили достой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нашей родины?
За 30 лет работы АКК наработала заслуженный авторитет, обрела признание
и стала эффектив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успешн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еалиях современных требований необходимы
новые подходы и методы работы, опирающиеся на прочную основу, созданную за
30 лет.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АКК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правлена на тех, кто связывает
своё будущее с Казахстаном.
Казахстанские корейцы, как неотъемлемая часть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столкнулись сегодня с новыми глобальными и внутриэтническими
вызовами, 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правиться с
ними,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принять конкретные шаги,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повысить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 значит, и сделать их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родного Казахстана более значимым. В
концепции отражены пять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нацеленных на решение данных задач:
1. Поддержка нуждающихся, реализац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В сегодняшних условиях очень важна
поддержка социально-уязвимых слоёв населения. АКК необходимо организовать
работу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а системно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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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снове. Да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должна быть
прозрачной и продуманной, с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исполнителей.
2. Активное освещен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информирование о реализуемых программах,
проектах.
Путем модернизации газеты «Корё ильбо» в полноценный медиа-ресурс, широко
используя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налаживая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каналы, получая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АКК станет источником актуальной,
достоверной, оперативной информации.
Благодаря консолидации значительной аудитории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поя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эффективно решать
вопросы безопасности, оператив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различные вызовы.
3. Изуч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языка.
АКК нужно принять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поиске, разработке, продвижении простых методик изучения основ разговорного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а. Организовать в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м центре и в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АКК курсы по продвижению
этих методик. Это позволит повысить объединяющую роль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а, которая со временем только усиливается.
4. Перезагрузка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Кореей.
АКК должна стать хабом, через который будут привлекаться в Казахстан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ннов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инвестиции,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бизнесе, экономике, медицине, образовании, культуре и т.д.
5. Повышение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а.
Повышение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напрямую зависит от доступа к полезн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Для этого важно обеспечить доступ к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лидерам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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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2030년을 목표로 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발전 로드맵
2020년, 향후 10년의 기간을 목표로 하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발전 전략이 반
영된 「발전 로드맵」이 수립•채택되었다. 이
러한 로드맵을 고안하게 된 배경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빈번히 대두되고 있는 질
문 – “카자흐스탄에서 과연 어떠한 미래가 우
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우리 아이들, 그
리고 그 후대가 카자흐스탄에서 풍요와 행복
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고향인 이 땅의 발전에 가치 있는 공헌을 하
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에
대한 해답 및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이 동기로
작용하였다.
지난 30년간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는 그간의 업적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위를 획
득하였으며, 그만큼 영향력 높은 기관으로 자
리매김했다. 향후에도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
하여 지속적이며 순조로운 발전을 하기 위해
서는 근 30년간 쌓아올린 견고한 기반 위에
새로운 접근법과 업무방식을 습득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본 발전안
은 자신의 미래를 카자흐스탄과 결부지어 바
라보는 이들을 최우선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
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은 오늘날 카자
흐스탄을 구성하는 다양한 민족들 중 하나로
서 새로운 글로벌적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음
과 동시에 민족 내부적으로도 여러 도전 과
제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
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수립하
여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함
과 더불어 이를 통해 조국 카자흐스탄의 발전
에 보다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본 발전안은 상기 과제들의 해결
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총 5개의 기본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1.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명하는 한편, 오늘날 시행 중에
있는 여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대외적인 홍보 실시
신문 「고려일보」의 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완전한 형태의 ‘미디어 자원의 보고(寶庫)’로
변모시키고 소셜 네트워크의 폭넓은 활용, 안
정된 정보원(情報源)의 구축, 적극적인 피드
백 수용 등을 실시함으로서 「카자흐스탄 고
려인 협회」를 현 시류에 부합하며 높은 공신
력과 신뢰도를 갖춘 빠르고 효율적인 정보 전
달의 중심지로 구축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정보망 사용자들 간 대대적인 통합을 이끌어
냄으로서 사회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도전과제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국어(國語)의 학습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생활 카자
흐어’의 기본 학습에 필요한 간결하고 단순화
된 교수법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본부 및 타 지역들 소재의 지
부들 산하에 상기 교수법을 보급하는 강좌를
개설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오늘날
점차 입지가 강해져 가고 있는 카자흐어를 매
개체로 국내 민족들 간 화합 및 결속력을 강
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대한민국과의 교류관계 재정립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카자흐스탄
내 한국의 혁신기술 도입 및 투자 유치와 양
국 간 비즈니스•경제•의료•교육•문화계에서
이루어지는 협력 등 카자흐스탄-한국 간의 교
류를 담당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전문성 향상
경쟁력 강화의 열쇠는 전문적 정보 및 지
식에 대한 접근도에 달려있으므로, 뛰어난 전
문성을 갖춘 리더들과의 협업이 가능한 환경
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 육성을
위한 마스터클래스 및 트레이닝을 진행할 교
육센터를 형성해야 하며, 또한 청년층을 위한
진로/직업지도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
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진로상
담 방법들을 연구•분석하여 「카자흐스탄 고
려인 협회」 산하 청년협회를 기반으로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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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обходимо сформировать центры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мастерклассов и тренингов.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помощи молодёжи в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существующие методики и на базе Молодёжного движения как в центре, так и
в регионах сформировать центры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Усилить работу п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стажировкам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6. Консолидация историческ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рганизовать Музей АКК – этнографическую корейскую деревню, где в одном
месте можно будет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историей, традициями, культурой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Это позволит сохранить уникальное
духовное наследие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гармоничной частью единого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данной концепции
развития АКК необходимо разработать
долгосрочные самоокупаемые программы, которые нужно планировать с учётом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 и акцентов: дети до 18
лет – фундамент, молодёжь от 18 до 30 лет
–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среднее поколение от
30 до 60 лет – лидерство,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старше 60 лет – мудрость.
Результатом концепции станет организация открытого, системного,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го подхода в работе АКК и
формирование у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том, что АКК:
– это центр духовного наследия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й может сопровождать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й жизни, это
хранитель корейской истории, языка, традиций и культур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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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это центр коммуникаций, где каждый
может получить доступ к необходимым корейским организациям и партнёрам, инновациям, технологиям.
– это генерация людских,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ресурсов, которые доступны каждому активисту.
7.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бизнес среды.
Реализация концепции напрямую зависит от состояния экономик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уровня развит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а. Оно должно находиться в ресурсном состоянии, чтобы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социальным и культурным проектам АКК через разные формы
(материальные и нематериальные): гранты,
спонсорство, инвестиции, попечительство,
наставничество, менторство и т.д.
АКК считает важным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бизнес-среды: привлечение инвестиций и технологий из
Южной Кореи, способствование созданию совмест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встречи,
конференции, консалтинг), конкурсы для
стартапов, тренинги и мастер-классы и
т.д. Корейск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должны
воспринимать АКК как центр экосистемы,
в которую хочется попасть и, попадая в которую, получаешь акселерацию и синергию.
АКК не берет на себя функцию коммерческой структуры и не собирается
конкурировать с бизнесом. Ассоциация
намерена выступать администратором
бизнес-программ с понятной и прозрачной системой. Таким, образом, у АКК появляется роль важного связующего звена
между крупными корпорациями и малым
бизнесом, между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и казахстанским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между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и консультантам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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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각 지부별로 진로/직업지도 센터들을 개
설•운영해야 한다. 그 밖에 카자흐스탄 고려
인들의 한국행 직업연수 송출 업무 또한 강화
하도록 한다.
5.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역사•문화적
유산의 통합 및 일원화
고려인 마을을 민족지학(民族誌學) 박물
관 형태로 구현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산
하의 박물관을 건립하여 한자리에서 카자흐
스탄 고려인들의 역사•전통•문화에 대해 학
습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사항들을 실현함으로서 오늘날 카
자흐스탄을 구성하는 여러 민족들 중 하나인
고려인들이 가진 고유의 정신적 유산을 보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편 본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발전
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체 수익성이 보장
되는 장기적 프로그램들의 수립이 필수적이
며, 특히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기획 시 다음
과 같이 타겟층을 연령대 및 특징적 키워드

로 세분화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18세 미만
청소년층 –「토대」’, ‘18~30세 청년층 - 「전문
성」’, ‘30~60세 중년층 - 「리더십」’, ‘60세 이
상의 노년층 - 「지혜」’.
향후 본 발전안의 도입 및 시행을
통해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모든 업무
는 개방적•체계적•제도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에 대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인식이
다음과 같이 형성되어 있도록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일생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정신
적 유산의 중심이며, 한민족 역사•언어•전통
및 문화의 수호자이다.
-필요한 고려인/한인 단체 및 기관, 파트
너, 혁신기술 등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센터이다.
-모든 고려인 운동 활동가들에게 열려있
는 인적•행정적•정보적 자원의 보고(寶庫)이
다.

233

년

30

ЛЕТ.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
10 лет. Алматы, 2000.
2. Кан Г.В. История корейцев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Алматы, 2017.
3.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ы, 2017.
4. Кан Г.В., Ан В.И., Ким Г.Н., Мен Д.В.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история. Сеул:STC, 1997.
5. Связанные одной судьбой /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Тараз – Алматы:
Сенiм, 2013.
6. Ким Г.Н. Хронология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е

234

общество «Кахак». Алматы: Print Express,
2017.
7. Ким Г.Н. Корейцы независимого
Казахстана. АНК РК, МОН РК, Академия госуправления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К. Астана,
2016.
8. Фотолетопись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ы, 2007.
9. Корё сарам. К 150-летию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М.: Media Land,
2014.
10. Газета «Корё ильбо».

30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참고문헌:
1.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 10 лет. Алматы, 2000.
2. Кан Г.В. История корейцев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Алматы, 2017.
3.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ы, 2017.
4. Кан Г.В. , Ан В.И., Ким Г.Н., Мен Д.В.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история. Сеул:STC, 1997.
5. Связанные одной судьбой /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Тараз – Алматы: Сенiм, 2013.
6. Ким Г.Н. Хронология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Кахак». Алматы: Print Express.
2017.
7. Ким Г.Н. Корейцы независимого
Казахстана. АНК РК, МОН РК, Академия
госуправления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К. Астана, 2016.
8. Фотолетопись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ы, 2007.
9. Корё сарам. К 150-летию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М.: Media Land, 2014.
10. Газета «Корё ильбо».

235

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30년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30 ЛЕТ

Подписано в печать ________
Формат 60х84 1/8
Количество печатных листов 29,5.
Бумага мелованая, глянцевая, печать офсетная
Тираж ____ экземпляров
№ заказа 45
Отпечатано в типографии
«Service Press»
г. Алматы, ул. Халиуллина, 32.
Тел.: +7 (727) 352-8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