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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일정

1. 방문 목적
ㅇ 학생 베트남 해외봉사단 운영
- 학교교육에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조로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가 부각
되었고, 이에 UST도 봉사활동을 통하여 세계 시민의식과 사회 책임의식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UST에서 다수 베트남 동문 배출하고, 베트남 유학생이 입학지원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과의 발전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생
봉사활동 수행을 통해 베트남과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자 함
ㅇ 베트남 동문회 발족
- 현재 UST 유학생 중 베트남인이 제일 많고, 졸업생도 두 번째로 많은 만큼

년. 월. 일
(요 일)
2017.1.15.(일)
2017.1.16.(월)
2017.1.17.(화)
2017.1.18.(수)
2017.1.19.(목)
2017.1.20.(금)
2017.1.21.(토)

업무수행내용
정윤, 김승희, 권유성, 이성은
․출국 (OZ 727편/ 8:40~11:30)

심상규

․교육봉사활동 (헙 띠엔 초등, 중학교)
․적정기술 리서치
․문화체험
․베트남 동문회 발대식
․현지 직정기술 리서치
․귀국 (OZ 728편/ 2:35~18:40)

․입시홍보 (다낭대학)

베트남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학생 봉사단의 베트남 방문과
연계하여 베트남 동문회를 발족하고자 함
2. 출장 기간 : 2017. 1. 15.(일) ~ 1. 21.(토) / 6박 7일

6. 주요 성과
<학생 봉사활동 수행>
ㅇ UST 학생 해외봉사단원을 선발하여, 베트남 타이웅웬성 내 협티엔 초등․중

3. 대상국가 및 지역 : 베트남, 타이웅웬성 및 하노이
4. 출장자 인적사항

부서
교수실
국제학생팀
국제학생팀
인프라운영팀
대외협력팀

학교에서 교육봉사, I-PAD 기부 활동, 적정기술 발굴 리서치 수행
ㅇ 학생 해외봉사활동 수행을 통해 학생의 세계 시민의식과 사회 책임의식 함양

직위 직급 이름
수행역할 요약
․적정기술
수행 중 자문
- 전문교수 심상규 ․다낭과기대리서치
입시홍보
안전관리 수행, 베트남
팀장 선임행정원 정윤 ․학생
․학생
동문회봉사활동
발족 지원
봉사 NGO와
- 선임행정원 김승희 ․현지
․학생
수행,연계베트남
동문회봉사활동
발족 지원
봉사활동
수행조성
지원- IT
- 선임행정원 권유성 ․학생
교육봉사,
IT 환경
동문회 개최
지원 공유)
- 행정원 이성은 ․베트남
․실시간 기사전송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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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였고, 베트남과의 우호관계 증진에도 기여
<베트남 해외 동문회 발족>
ㅇ 베트남 해외동문회 발족을 통해 체계적인 베트남 동문 관리 및 네트워킹
형성이 가능해졌고, 더 나아가 다수의 베트남 유학생 관리 및 베트남과의
발전적인 관계 구축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
<입시 홍보>
ㅇ 베트남 대학 내 입시 홍보를 통해 UST 석․박사과정 홍보 및 글로벌 인지도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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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봉사수행 협력기관 : 기아대책

봉사 활동 수행

ㅇ 국제기아대책은 1971년 미국에서 설립된 NGO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협의
지위자격을 인정받음

1. 봉사활동 지역 : 베트남, 타이웅웬성, 헙띠엔 초등․중학교

ㅇ 국내․외 결식아동 지원, 교육사업, 구호품 전달, 복지시설 지원, 난민 지원을

가) 베트남

하고 있음

ㅇ 1992년 한․베 수교, 2014년 이후 국내 유학생 중 중국 다음으로 유학생이
많음 (2014년 베트남 유학생 5,177명)
ㅇ 국가 경제성장(2014년 GDP 증가율 6.2%)으로 유학생 지속 증가

일본
26,439명
(2014년)

호주
20,843명
(2015년)

3. 봉사활동 수행
가) 주요 절차

<참조 : 주요 국가 내 베트남 유학생 현황>

국가
미국
해당 국가내 베트남 15,572명
유학생
(2012년)

ㅇ 국내 여러 대학과 협력한 다수 해외봉사활동 수행 경험이 있음

중국
약10,000명
(2014년)



봉사단 모집



2016.11.21.
~11.28

ㅇ 인구 약 9천만 명 (2014년), 대학 약 500개 (2013년), 대학생 약 140만 명
(2013년) 수준임



※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제19차 하계워크숍 자료 참조 (2015.7.9.)

학생지도위원회
심의
2016.12.2



해단식 및
평가회
2017.2.10

봉사단원
선정
2016.12.7



봉사활동
수행
2017.1.15.~1.21





봉사단
임원모임
2016.12.19
발대식 및
사전교육
2016.12.28.

나) 타이웅웬성
ㅇ 베트남 수도 하노이 북부 위치, 주로 농업 및 차 생산 종사
ㅇ 인구 약 110만 (2008년 기준), 8개 주요 민족으로 구성
ㅇ 21개 대학이 위치해 베트남 내 세 번째로 대학이 많은 지역
ㅇ 지역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위치

※ 구글 Wikipedia 참조
다) 헙띠엔 초등․중학교 (아동 120명 대상)
ㅇ 타이웅웬성 내에 위치한 학교
ㅇ 해당 학교 학생의 과반수가 기아대책 1:1 결연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열악한
생활수준의 아동이 학교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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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구분

학번
01413071
01412021
학생 01613034
01623020
01623034
교직원
기아대책

이름
안흘비
김은재
안인혜
김창현
조재민
심상규
정윤
김승희
권유성
이성은
모수진

소속 조 역할
미술
미술 조장
미술
미술
미술
지도교수 운영총괄 윤영담당 IT지원 홍보지원 코디네이팅 -

나) 봉사단원 현황

No. 구분 학번 이름 소속 조 역할
1
01412007 문지협 IT
2
01512033 정재연 IT 부단장
3
01621001 박원기 IT
4
01411038 최산
IT
조장
5
01523065 박세찬 IT
6 학생 01522058 장명제 과학실험 7
01423032 이광섭 과학실험 단장
8
01621002 김원길 과학실험 조장
9
01621013 이준호 과학실험 10
01621073 권민정 과학실험 - 4 -

캠퍼스
전공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측정과학
극지연구소
극지과학
극지연구소
극지과학
한국기계연구원
나노메카트로닉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컴퓨터소프트웨어
대학본부-교무처
_
대학본부-학생지원팀
_
대학본부-학생지원팀
_
대학본부-정보화팀
_
대학본부-홍보협력팀
_
기아대책
_

다) 봉사단 임원 모임
ㅇ 일시 및 장소 : 2016.12.19.(월) 18시~19시, UST 대학본부
ㅇ 주요 활동
- 봉사활동 취지 및 주요 사항 안내
- 조별 연락망 구축 및 교육봉사 계획서 작성 방법 안내
ㅇ 참석자 : 총 10명
- 교직원 3명 (박갑동 처장, 정윤 팀장, 김승희)
- 학생 5명 (이광섭, 정재연, 최산, 김은재, 김원길)

캠퍼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공
기능유전체학
과학기술경영정책
플랜트기계공학
과학기술경영정책
철도시스템공학
신소재공학
재생에너지공학
항공우주시스템공학
항공우주시스템공학
항공우주시스템공학

라) 봉사단 발대식 및 사전교육
ㅇ 일시 및 장소 : 2016.12.28.(수) 13시 ~ 19시, UST 대학본부
ㅇ 주요 프로그램
- 봉사 활동 수행을 위한 사전 교육 실시
- 활동 수행계획 공유 및 팀별 논의

시간
소요
12:30~13:00 30분

프로그램

강사
-

접수
프로그램 소개
13:00~13:10 10분 ・
・대표인사/・단원 선서
・봉사활동 세부 안내
13:10~14:00 50분 - 준비물품 안내
․모수진 간사 (기아대책)
- 조별 교육안 발표
․홍성욱 교수 (한밭대)
14:00~16:00 120분 ・특강 1 (적정기술)
․조성혜 (마이소사이어티)
사무총장
16:00~18;00 120분 ・특강 2 (위기관리 교육) ․김진대
(한국위기관리재단)
NGOC CAO
18:00~19:00 40분 ・기초 베트남어 강의 ․NGUYEN
(UST-KISTI 박사과정생)
19:00~20:00 60분 ・석식 및 조별 모임
・

- NGO 코디네이터 2명 (모수진 간사 등)
ㅇ 참석자 : 총 23명
- 교직원 등 6명 (정윤 팀장, 심상규 교수, 나세리, 박준호, 김아영, 이성은, 김승희)
- 학생 14명 (이광섭 단장 등 학생단원)
- NGO 코디네이터 2명 (모수진 간사 등)
<임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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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실험 교육 : 로켓풍선, 연날리기, 고무동력기, 물로켓 제작을 통한
비행 원리 소개

<비행 원리 교육>

<고무 동력기 제작>

<발대식 및 사전교육>

마) 봉사활동 수행
ㅇ 일정 : 2017. 1. 16(월)~1. 18(수)
<미니 발사대 실험>

ㅇ 주요 활동 : 교육 봉사 및 I-PAD 기부
- IT 활용 교육 : I-PAD 사용법, 셀프 사진 찍기 및 인화 교육

- 미술교육 : 티셔츠 꾸미기, 사진첩 만들기, 탈 만들기, 찰흙 꾸미기

<사진첩 만들기>

<티셔츠 꾸미기>

<IT 기기 활용 교육>
<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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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사진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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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AD 기증 : 사단법인 기아대책에 불용처리 I-PAD 50대 기부

ㅇ 진행 절차



공감/발견
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내기



프로토
타입 제작
& 테스트

※ 운영 일정 등의 사정으로 ~ 단계까지 진행
 공감/발견하기
<I-PAD 기부>

바) 적정기술 발굴 리서치
ㅇ 활동기간 : 2017. 1. 15(일) ~1. 20(금)
ㅇ 리서치 지역 : 베트남 타이웅웬성 등
ㅇ 활동 내역 : 불우아동 가정 방문 및 생활 속 불편사항 면담, 수공업 공장
(이쑤시개, 녹차 가공) 견학

구분
공감/발견 사항
비싼 전기료로 전기사용의 어려움
전기 •
• 전력 공급의 불안정 (잦은 정전)
농약 오염이 의심되는 검증되지 않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
식수 •
• 물탱크 안의 수질이 좋지 않음
난방 • 부녀자 혼자 산에서 나무를 베고 있으며, 나무 땔감을 가지고 난방
• 집 천장이 뚫려 있음/ • 아궁이가 없음
가옥상태 • 가축우리와 가옥이 붙어 있음
• 집안에 분리 공간이 없어, 가족 구성원이 함께 생활하고 있음
 문제 정의하기

구분

<불우 아동 가정 방문>

<적정기술 리서치>

<적정기술 리서치>

<수공업 공장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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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문제
• 주 수입원인 녹차생산을 위해 전기로 기계를 작동하는데, 불안정한
전력 공급과 비싼 전기료로 원활한 녹차 생산이 불가능
전기 • 냉장고 등을 통한 음식 보관이 어려워, 음식이 잘 상하게 되는 위생
문제 발생
• 밤에도 불을 켜지 못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함
중 사용한 농약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되고, 오염된 식수
식수 • 농사
섭취로 건강에 위험
나무를 베어 운반하는 것이 고되어 많은 양을 작목하기
난방 • 산에서
어렵고,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기 어려움
• 음식을 할 때 발생하는 그을음이 집안을 덮게 되어 호흡기에 좋지
가옥상태 • 않음
가축-사람 간 공간 분리가 이뤄지지 못하여, 해충, 벌레에 의한
피해와 위생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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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내기

구분

발생 문제
• 소수력 발전
- 높이 차로 인한 수력을 이용해 전기에너지 생산
-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물이 흐르게 하는 배수로를 만들고, 그 안에
터빈을 설치하여 전기 생산
• 축분 바이오매스 발전소
전기 - 가축의 배설물 분해를 통해 식물이나 미생물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 생산
-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 에너지
- 한국의 횡성에서도 소 배설물 연료 이용 발전소 건립 예정
- 농사를 짓고 가축을 많이 키우는 베트남의 환경적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기술이라 판단
• 티백정수기 : 녹차와 같은 티백형태로 개당 0.5센트
- 개당 1리터의 물을 정수할 수 있음/ - 활성탄 과립제 사용
- 박테리아 제거를 위한 살충 처리된 초박막 나노 수준의 미세섬유 사용
- 나노섬유는 분해되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 시골까지 운송이 간편하고 사용이 간편
• 휴대용 정수기 (라이프 스트로), 개당 약 3만9천원
- 별도의 전원이나 필터 교체없이 약 700리터의 물 정수 가능
- 99.9% 박테리아와 98.5% 바이러스를 걸러냄
흙탕물, 동물 배설물이 떠다니는 물도 단번에 정수 가능
식수 •-바이오
샌드 필터, 개당 약 70달러
- 빈 통에 물이 나오는 파이프를 설치하고 통 속 바닥부터 자갈, 굵은
모래, 고운 모래를 차례로 채워 넣은 도구
- 우간다 북부 루이히라 지역에서 사용한 사례: “성능 점검결과
식수로서 기준 만족, 설사 등 수인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어짐”
• Water Collector 제안
- 사막에서 식수를 얻는 방법에서 착안하여, 광범위한 비닐을 바닥위에
띄워서 설치한 후 곳곳에 구명을 뚫어 물을 수집
- 공기 중의 습기를 이용해 물 수집, 농업 및 가정 용수로 사용 가능
• 아궁이 열을 이용하는 폐열 난방시설 제작
- 한국의 온돌과 비슷한 형태의 상부 폐열 회수 시스템
난방 - 연통 설치만을 요구하는 간단한 시스템이며 저렴한 가격이 장점
- 우천시 빨래 건조, 실내 습기 제거 등에 효과적
- 겨울철 서늘한 날씨를 대비한 난방 기능

<부엌 정경>

<가축 우리 정경>

<땔감 수집도구 관찰>

<가옥 천장 정경>

사) 봉사단 해단식
ㅇ 일시 및 장소 : 2017.2.10.(금), UST 대학본부 사이언스홀
ㅇ 주요 활동
- 봉사활동 결과 및 적정기술 리서치 결과 발표/ - 활동 피드백 수렴
ㅇ 참석자 : 총 22명
- 교직원 6명 (박갑동 처장, 정윤 팀장, 심상규 교수, 이종혁, 이성은, 김승희)
- 학생 15명 (이광섭 단장 등 학생단원 전원)
- NGO 코디네이터 1명 (모수진 간사)

<리서치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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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피드백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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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활동 만족도 조사 결과

사전교육
일정
팀 활동
문화체험
팀웍
코디네이팅
향후 봉사활동
계획

구분
유익정도
가장 유익한 강의
가장 아쉬웠던 강의
봉사활동 일정
가장 만족스러웠던 활동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활동
전반적인 만족도
가장 기억에 남는 문화체험
문화체험 소감
응답 사유
팀웍 정도
팀웍 형성에 효과적인 방법
스스로 팀웍 형성 자세
팀을 잘 이끌고 섬긴 정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
향후 봉사활동 의향

피드백 결과

4점 (5점 만점)
‘베트남 문화 및 언어’
‘적정기술 리서치 어플 사용법’
적절 (73%), 짧음 (27%)
교육봉사 (80%), 문화체험 (20%)
긴 이동이간 (33%), 동문회 참석 (20%)
4점 (5점 만점)
호치민 묘, 박물관 방문 (73.3%),
좋았음 (93.3%)
현지 문화를 배울 수 있었음
좋았음 (93.3%)
사전 친교 시간 필요
잘 섬김 (73.3%)
잘 섬김 (100%)
적극 추천 (100%)
있음 (73.3%)

3

베트남 해외동문회 발족

1. 동문회 발족 배경
ㅇ 다수의 베트남 유학생 관리 및 베트남과의 발전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베트남
동문을 활용한 체계적인 네트워킹 형성 필요
ㅇ 현재까지는 캠퍼스별로 산발적으로 졸업생 모임만이 운영되어, 체계적으로
단합된 동문회 운영과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공식적인 동문회 발족 필요
2. 베트남 동문회 발족식
ㅇ 일시 및 장소 : 2017. 1. 19.(목), 17:00~21:00, Hanoi Fortuna Hotel
ㅇ 참석자 : 베트남 동문 38명
- 동문회장 : Bui Ba Chinh (2013. 2 기계연, 나노메카트로닉스 박사졸업)
- 행사총괄 : Do Thi Tra Giang (2016. 8 정보연, 과학기술경영정책 석사졸업)
- 참석자 종사 부문별 현황

ㅇ 활동 소감

구분

소감
아이들의 맑고 순수함을 통해 행복했던 시간이었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낌
교육봉사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봉사를 통해 아이와 소통․교감하여 좋았음
관련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배우게 됨
문명의 발달만이 행복한 삶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인 것을 느끼게 됨
사전 현지 조사 과정이 필요
개선 의견 2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임
적정기술에 대해 깊이 있는 사전 교육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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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공공부문 : 대학 (HUST, HUS, etc.), 연구소, 정부부처 (MOST), 국영
기업 (EVN, PVN)
> 기업부문 : J&C Consulting , GE, 영국 국제학교, Schindler Malaysia
> 학업수행 : 한국, 미국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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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전 준비
- SNS를 활용한 행사 홍보 및 참석 안내

<행사 참석 동문>

<행운권 추첨>

<행사 참석 동문>

<동문 간 친교>

<은사 동영상 상영>

<봉사단원 학생과의 만남>

<Facebook 내 행사개최 홍보 게시물>

* https://www.facebook.com/groups/244025582682004/
* 현재까지 50여명의 멤버가 가입
ㅇ 프로그램 운영

시간
18:00-18:05
18:10-18:20
18:20-18:25
18:25-18:45
18:45-18:50
18:50-20:00
20:00-20:20
20:20~20:25
20:25~

세부 사항

개회 및 인사
졸업생 은사 영상 상영
축하 공연: Fly me to the moon
동문 소개 및 인사
축하 공연: Beyond the sea
저녁 식사 및 봉사단원과 인사
행운권 추첨
축하 공연: Đường tới ngày vinh quang
폐회 및 사진 촬영

담당

사회자
UST 교직원
Chúc Linh (Guest from
INCENTECH)
사회자
Minh Hà (Guest from
INCENTECH)
사회자
사회자 및 UST 교직원
Toản (KIST student)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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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 대학 : 다낭 과학기술대학교 (The University of Danang-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ㅇ 1975년 설립, 학사․석사․박사과정 매년 2,000명 이상의 졸업생 배출
ㅇ 총 14개 과학기술분야 학부 구성 (전기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운송 기계
공학, 열공학, 정보통신, 기술 교육, 환경공학, 기술경영, 건설환경공학, 토목
공학, 수자원공학, 건축학)
2. 입시 홍보 활동
ㅇ 일시 및 장소 : 2017. 1. 19.(목), 14:00~15:00, 다낭 과학기술대학교
ㅇ 참석자
- 다낭 과학기술대학교 대외협력 처장 (Dr. Nguyen Dinh Lam)
- 다낭 과학기술대학교 학생 8명
ㅇ 주요 안내 사항
-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 수행 안내
- 전공 소개
- 학생 지원 및 복지제도

<접촉 인사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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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회 발족을 통해 동문 간 친교를 할 수 있고, 귀국 후 연결되지 않았던
동문 간 다시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응답
- 매년 정기적으로 행사개최 건의
- 동문 참석률 제고를 위해, 연 중 바쁘지 않은 때를 택하여 행사를 개최
하는 것이 필요
(이번 행사의 경우 구정 전 개최되어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함)
- 포스터 세션을 마련해서 동문 간에 서로 소개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프로
젝트, 소속 기관에 대한 소개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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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홍보

<입시 홍보 활동>

ㅇ 피드백 및 개선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