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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 타티야나 세르게예브나: 타슈켄트 국립동양학대학 강사, 우즈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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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순주: Ph.D., 한밭대 교수, 대한민국, e-mail: edudise@hanmail.net
13. 이순주: 상동
이상철: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 대한민국, e-mail: san54@goe.go.kr
14. 이 나탈리야 이바노브나: Ph.D., 러시아 아카데미 연구소 동양학부 연
구원, 러시아, е-mail: natalianee@mail.ru
15. 방정식: Master,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강사, 대한민국, email: gaoxingbang@gmail.com
16. 포홀코바 예카테리나 아나톨리예브나: Ph.D., 모스크바 국립언어대
한국어학과 학과장, 러시아, e-mail: sirotina_e79@mail.ru
17. 트로피멘코 옥사나 아나톨리예브나: Ph.D., 러시아 연방극동대 동양
어 및 동양학부, 러시아, е-mail: toa-06@yandex.ru
18. 한 넬리 차니로브나: Master,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강사, 박
사과정, 카자흐스탄, e-mail: nelly_khan@mail.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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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장호종: Ph.D.,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교수, 한국국제교류
재단 파견교수, 대한민국, e-mail: hoshi782@hanmail.net
20. 스토켈로바 린다: Charles
lindastock31@hotmail.com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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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렉타예프 유리 오치로비치: Doctor, 카자흐스탄 대통령직속 전략
연구소 연구원, 카자흐스탄, е-mail: buluktaev49@mail.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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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예프 안바르 아비타예비치: Doctor,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

3.

어대 교수, 카자흐스탄, e-mail: galiev_anuar@mail.ru
이바노프 알렉산드르 유리예비치: Ph.D., 러시아 연방극동대 교수, 하
바롭스크, 러시아, е-mail: ivanoff1967@mail.ru

4.

김 알렉산드르 알렉세예비치: Ph.D., 연해주 국립농업아카데미 인문
교육연구소 연구원, 러시아, е-mail: kimaa@rambler.ru

5.
6.

김 알렉산드르 알렉세예비치: 상동
김 게르만 니콜라예비치: Doctor, 명예교수, 카자흐스탄 대통령직속
전략 연구소 연구원, 카자흐스탄, 카자흐 국립대 국제한국학센터 소

7.

장, 카자흐스탄, е-mail: germankim01@yahoo.com
김 울리아나 안드레예브나: Master,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강사, 카자흐스탄, е-mail: almatykim@gmail.com

8.

박 류드밀라 뱌체슬라보브나: Master, 우즈베키스탄 학술원 역사연구
소 연구원, 우즈베키스탄, е-mail: lyudmilapak17@yandex.ru

9.

손 스베틀라나 율리예브나: Ph.D.,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교

수, 카자흐스탄, e-mail: svetlanason@mail.ru
10. 수르지크 마리야 미하일로브나: Ph.D., 러시아 학술원 극동부 연구원,
러시아, e-mail: mariams2003@mail.ru
11. 윤 빅토르 다리코비치, Ph.D., 연해주 국립농업아카데미 교수, 러시
아, e-mail: yunbase@mail.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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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넬리 교수 약력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박 넬리 교수는 1942년 8월8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우슈토베시에서
출생하여 1959년 탈디코르간 고등학교 졸업 후 알마티외국어대(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의 옛 명칭) 독일어문학과에 입학했다. 1964년 졸
업 후 남카자흐스탄주 침켄트시 26번 카자흐학교에서 독일어를 가르치
기 시작했으며 이후 침켄트 내 인산염 공장에서 통번역가로 근무했다.
1966년에서 1972년까지 카자흐 국립경제대 침켄트캠퍼스와 침켄트예
술대에서 강의한 후 알마티외국어대 언어학대학원에 입학했다. 대학원
에서 저명한 언어학자 모이세이 니콜라예비치 코플렌코의 지도하에 연
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80년에 그루지야(조지아의 옛 명칭)의 트빌리
시국립대에서 Ph.D. Canditate (구 소련의 학위로 서구의 박사에 해당) 학
위를 받았다. 학위를 받은 후 오랜 기간 알마티 자원 및 기술대에서 조교
수로 독일어를 강의했다.
소련 붕괴 후 박 넬리 교수의 인생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구 소련 고
려인들이 쓰는 고려말을 연구하였으며 특히 희귀한 육진 방언 연구에 20
년 이상 전념하며 고려말 연구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연구를 시작하여
고려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모국어인 고려말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
다. 오랜 연구를 통하여 고려말과 관련한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국가박
사(구 소련의 학위로 서구의 박사보다 상위 개념인 고등박사 학위임.) 학
위를 취득했다. 박사 논문에서 고려인의 언어와 문화 속에 터키족과 슬라
브의 문화가 섞여 있는 것은 고려인의 고유성이라고 강조했다.
1998년 모교인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 살리마 쿠난바예바 총장의
발의에 의해 동양학과가 개설되었고, 쿠난바예바 총장의 초청으로 박 넬
리 교수가 동양학과 학과장으로 취임했다. 동양학과 설립 초기에는 중국
어, 한국어, 일본어 세 언어를 통합, 운영하였다. 박 넬리 교수는 이후15년
동안 동양학과를 지도하였으며 2012년 9월부터는 한국학센터를 설립하
여 센터장으로 부임하고, 동양학과 학과장은 제자인 김 아나스타샤 교수
가 맡게 되었다.
박 넬리 교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동안 한국어 전문가 양성
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박 넬리 교수의 지도하에 많은 제자들이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 넬리 교수가 발표한 언어학 및 외국어
교수법에 관한 논문은 총 80여 편 이상이며, 주요 저서로는 <카자흐스탄
의 고려말의 과제와 전망>, <다민족 카자흐스탄의 소수민족 언어의 과제
>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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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런던대 아시아연구센터(영국), 막스 플랑크 언어학연구원(독일),
브리티시컬럼비아대(캐나다)에서 초빙교수로 한국어 방언학에 관한 연
구를 했으며 <겨레말큰사전> 편찬에도 참여했다. 독일의 대학과 한국의
국립국어원, 서울대학교 등에서 초빙교수로서 공개 강의를 하기도 했다.
- 2010년 카자흐스탄 교육부 선정 최우수교원상 수상
- 2011년 대한민국정부 한글유공자 대통령 표창
현재 박 넬리 교수는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 한국학센터를
설립하여 대학과 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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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스승님께!

카자흐스탄 한국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스승님,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신 지혜로운 스승님,

인생을 풍요롭게 사시는 아름다운 스승님,

고희를 축하드립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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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넬리 교수님,

고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 교수님은 본교에서 일하시면서 한국학과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훌륭한 인격, 적극성과 겸손함, 타인에 대한 배려심으로
인해 교내의 모든 성원들이 교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느 사람들과 달리 늘 미래지향적인 고민과 창조적인 계획을 가 지셨
고, 신뢰와 인정으로 타인을 대하셨습니다.
박 교수님은 15 년 가까이 본교의 한국학과 발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열정적인 교수, 탁월한 학과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업적
으로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최우수교원상을 받으셨고, 카자흐스탄 한
국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의 한글유공자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습
니다.
박 교수님이 지금까지 해 오신 모든 업적에, 본교 한국학과의 발전과 대
학의 대외 활동에 크게 기여하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자로서, 학자로서, 애국자로서 우리에게 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박 교수님과 아버님, 자제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
합니다.

카자흐 아블라이 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총장
쿠난바예바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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