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R in KHU Library

International Cooperative Models of Library

경희대학교중앙도서관



목 차

1. Retrainig Program for Library Specialists

2. Khnar Cheung Village Library Project



Retraining Program for Library Specialists
From National Library of Uzbekistan



사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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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Trust : 대학의 목표와 이념에 부응하는 사회 기여

 해외도서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대학의 위상 제고

 대학도서관의 사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

 해외도서관 지원사업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역할 강화

 우즈베키스탄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에 대한 지원

 사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실행의 역량 개발

 대학도서관이 교육연수기관으로서의 역할 기반 마련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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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내 용

2014. 1
기획재정부 우즈베키스탄 차관 지원사업(EDCF) 관련 기술자문 지원
(NAVOI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2014. 2 사업 관련 현지 심사 방문 시 제안 받은 사서 재교육 프로그램 검토

2014. 3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준비 TF 운영
경희대학교와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과의 MOU 체결 요청 Letter 접수

2014. 4 프로그램 준비 및 관련 기관 협의

2014. 5 사업 추진에 대한 부총장 승인

2014. 6 초청장, 비자, 강사섭외 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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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일정 : 2014. 6. 23(월) ~ 7. 1(화)

 교육참가자 : 우즈베키스탄 사서 11명

 교육강사

내부강사 : 3명

외부강사 : 3명

솔루션강사 : 3명

 통역지원 : 교내 외국인 조교/학생 5명



교육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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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INSTITUTION POSITION

1 Nasiba Kholdorova F National Library of Uzbekistan Head of division

2 Umida Teshabaeva F National Library of Uzbekistan Deputy director 

3 Guzal Kamilova F National Library of Uzbekistan Leading Specialist

4 Faina Bolkunova F State Scientific Medical Library of Uzbekistan Director

5 Lola Ergasheva F State Scientific Medical Library of Uzbekistan Department Head

6 Irina Tsai F State Scientific Medical Library of Uzbekistan Chief Bibliographer

7 Zuhra Berdieva F Fundamental library of Academy of Sciences Director

8 Dildora Agzamova F Fundamental library of Academy of Sciences Methodist

9 Gulaim Berdimbetova F Republican Central Library for the Blind persons Director 

10 Zamira Karabaeva F Fergana IRCfor the Blind Director

11 Ulugbek Uralov M Syrdarya IRC for the Blind Director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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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rogram

June 23 (Mon.)

Arrival at Incheon Airport, South Korea

MOU ceremony : Introduction of KHU library/ Central Library Tour

Banquet (On Campus)

June 24 (Tue.)

Law Library Tour

Session 1 : Copyright and Licensing

Session 2 : Institutional Repository

Medical Library Tour

June 25 (Wed.)

Session 3 : Cataloguing, Classification, and Metadata

Session 4 : Marketing Skills and Inter-library Loan

Session 5 : Information Resources Development

Tour of Kyung Hee University Medical Center

June 26 (Thu.)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June 27 (Fri.)
Visit to National Library of Korea

Visit to Seoul Metropolitan Library

June 28 ~ 29 Sightseeing (Seoul City Tour)

June 30 (Mon.)

KHU Library Q&A

Session 6 : New Technology and Trend (INEK)

Session 7 : New Technology and Trend (Proquest)

Session 8 : New Technology and Trend (Future)

July 1 (Tue.)
Visit to Underwood Memorial Library of Yonsei University

Departure at Incheon Airport, South Korea



프로그램평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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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그룹 세부항목 평가내용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의 적정성
-우즈베키스탄측의 요구사항 자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반영어려움

-구체적인 강의요청 내용을 문서로 확인

이론과 실습의 배분
-교육 후 도서관 업무분야별 이론교육 강화 요청

-업무분야별 전문그룹교육 프로그램 필요(주기적)

기관방문 대상의 적정성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적절한 분산 방문

교육장소(강의실 및 시설, 동선)

-교육당일 교육장소의 분산은 혼란을 발생

-법학도서관 교육장소 협소, 방음문제 고려 필요

-교육이외의 휴식공간 미흡

강의언어의 적정성

-4개국어 사용(한국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한국어 강의, 영문자료집, 현지언어통역의 방식으로 진행 필요

: 통역언어에 대한 통일

교육시간의 배분
-목록,분류,메타데이터 교육시간 부족

-전반적으로 모든 교육시간이 적정



프로그램평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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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그룹 세부항목 평가내용

프로그램

진행

언어소통 도서관 전문용어 통역이 곤란 -> 통역조교 사전 용어교육 필요

업무분장의 적정성

-우즈베키스탄의 사전 행정처리 미숙으로 프로그램진행에 있어서 혼

선 발생

-우즈베키스탄 자체의 인솔 담당자 필요

진행직원의 업무투입 강도
신규 사업 기획과 우즈베키스탄의 업무협조 미숙으로 인해 업무처리

강도가 높음

주관 여행사 전반적 수행능력 교내 인력과 여행사간의 업무협조 우수

문화체험프로그램의 적정성 프로그램 일정중 주말을 활용하여 교육부담을 최소화 하였음

자료집 및 기념품 제작 우리기관의 홍보를 위한 기념품이 부족



프로그램평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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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그룹 세부항목 평가내용

기타

프로그램 시기의 적정성
-방학기간을 활용한 6-7월 개최가 적정

-겨울방학기간은 자료구입업무와 각종 추진사업의 마무리로 부적함

교육 참가 인원의 적정성 교육내용전달과 진행에 있어서 10-12명이 적절

프로그램 기간의 적정성 교육과 문화체험을 포함하여 8-10일이 적절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사전/사후에 대한 홍보전략 미흡

-대학주보, 홍보팀의 사전 협조 요청 필요

-각종 학술세미나 등에 적극적 사례발표 필요



후속사업논의
10

 프로젝트별 협의회 구성을 통한 상호 인적교류의 다각화

 전자도서관 시스템의 모듈별 교육프로그램 세분화 추진

 중앙아시아 지역의 도서관 국제컨퍼런스에 대한 한국기관의 참여

 사서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추진

 도서관 실무에 대한 심층적 이론중심의 교육 확대

 장애인 지원시설의 설치에 대한 컨설팅 지원

 한국학자료실의 시범 설치 : 양기관의 상호 자료기증 모델 구상



Khnar Cheung Village Library Project

with Kyung Hee Univ. and KOICA



사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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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의 핵심가치 중 ‘협력과 사회 기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경희-KOICA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캄보디아 씨엠립주 크나쯔응마을 농촌개발

모델 개발 사업

 개발사업 중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 내 복합문화공간 건립

 복합문화공간 내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필요성 제기

 외부업체 도서 2,000여권 현지에 기증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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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내 용

2013. 5 크나쯔응 마을 도서관 설립을 위한 사서 전문가 파견 요청

2013. 5 마을 도서관 운영계획안 마련

2013. 5 기증도서 및 도서관 용품(북카드, 북포켓, 대출카드) 선적

2013. 6 도서관 분류, 목록, 대출 관련 매뉴얼 작성

2013. 6 캄보디아 GSC 현지 사무소와 도서관 설립 및 운영 방안 협의

2013. 7 도서 등록 및 청구기호 장비물품 준비



사업진행 _ 장서구성과도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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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 구성 ]

 총장서수: 3,951권(아동도서 2,411권/일반 1,527권)

 크메르어 및 영어

 현지 구입도서로 구성

[ 도서 정리 ]

 아동도서, 어른도서 구분. 아동도서에는 별치기호 부여

 주제구분: DDC  적용(크메르어 번역 분류표 작성)

 주제별 구분에 알파벳순 일련번호 부여



사업진행 _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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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아동도서, 어른도서 서가 구분

 각 주제별로 크메르어, 영어 도서 비치

 도서원부 작업

 서가 안내 사인물 제작

 운영 매뉴얼 작성 후 교육



사업이후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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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학교내 학습보조공간을 건립하여 도서관 이전 예정

 도서관 전문교육 기관 SIPAR를 통하여 3일간 집체 교육 실시

 중학생 자율조직을 통해 도서관 운영 실시



사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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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인프라 상황 고려한 도서관 운영 시스템 필요

: 전력, 도서 수급 상황 고려

 도서관 설립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필요

- 자료 등록, 정리, 배가 작업 및 도서관 운영 매뉴얼 교육에 상당한 시간 소요

- 실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임

 도서관 운영 지원할 전문기관 필요

: 실질적 운영을 통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지원해 줄 NGO 단체의 역할 중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