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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리옹 한인 학생 세미나 

리옹 한인 학생 세미나 리옹에 거주하

는 한인 학생들로 구성된 세미나 모임입니

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전

공을 소개하고 나눔으로써 견문을 넓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8일 첫 모임에 7명이 참

석한 것을 비롯하여, 약 2달간 매주 모임을 

가졌으며, 매 모임마다 1명의 발표자가 자

신의 전공에 대해 약 2시간 정도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1기 세미나는 총 8명의 발표자

가 발표해 주셨습니다. 

2기를 새롭게 발족하면서, 한 번 모임

에 4명의 발표자가 30분씩 발표하는 형식

으로 모임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3기는 12월 6일 오후 3시입니다. 세미

나 발표 혹은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Or-

ganizer 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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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2008년 11월 8일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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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L 

◆ 명칭 

⇒ 리옹 한인 학생 세미나 

⇒ Séminaires des Étudiants Coréens à Lyon (SECoL) 

◆ Organizer  

⇒ SECoL 1—3기 / 신희성 (수학, LYON 1) 

◆ 연혁  

⇒ 2008년 3월 8일 / SECoL 1기 발족 (참석자 7명)  

⇒ 2008년 3—4월 / SECoL 1기 (8명 발표)  

⇒ 2008년 4월 26일 / SECoL 1기 해산 

⇒ 2008년 11월 8일 / SECoL 2기 (4명 발표) 

⇒ 2008년 12월 6일 / SECoL 3기 (예정) 



SECoL 2-1 

행복 한 빵의 세계 

빵과 과자의 정의와, 간단한 제과 용

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

에서 만들 수 있는 과자 레시피를 소개합

니다.  

최다정 (제과제빵, GRETA) / tpswsrb@naver.com 

SECoL 2-2 

생활 속 의 원자력  

원자력은 일상생활의 수많은 곳에서 

매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실정

은 과거 히로시마 원폭사건과 체르노빌 

원전 폭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

이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을 뿐

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원자력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실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며 많은 사람

발표 초록 
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을 바로잡으려 

한다. 이를 통해 부정적으로만 느껴지는 원

자력에너지를 더욱 제대로 알고 새로운 시각

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김일환 (원자력, INSA) / dlfghks777@hotmail.com   

SECoL 2-3 

법치주 의와 우 리의 삶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로서 민주주

의 국가의 주요구성 원리중의 하나이다. 이

유는 민주주의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의 보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

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

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법의 영향을 받으며 

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여기서는 법치주의 

주요내용과 우리의 삶이 법과 구체적으로 어

떤 관계가 있는 지 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

는 사회가 법치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지, 법치주의 원리가 순기능적으로 작

동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

다. 

한상열 (법학, LYON 2) / han9780@nate.com      

SECoL 2-4 

경제학의 눈 으 로  보 는  세상 

경제학이 다른 학문과 어떻게 다른지

(의의와 특징), 경제학의 발전과정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분과학문

으로서의 경제학이 성립된 18세기말 이래

로, 경제학자들은 이 세상의 어떤 면을 관

심있게 바라봐왔으며(연구대상), 그 세상을 

어떻게 분석해 왔는지를(연구방법) 간단히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최근 초미의 관심

사가 되고 있는 국제금융의 불안정이 어떻

게 해서 초래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박성은  (경제학, LYON 2) / spark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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