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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재학생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매 학

기 방학 중에 Global Tal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2011년 2월

에는 우리 인근에 있지만 지난 역사를 통해 가깝고도 먼 나라였던 일본을 가

보기로 하고, 재학생 10여 명을 선발하여 ‘일본: 최첨단기술 편’을 진행하였습

니다. 이 책은 참가 학생들의 경험담을 국・영문으로 수록한 것입니다. 

  

 GTP 프로그램은 겨레의 인재를 세계적 인재로 배출하기 위해 2007년부터 

개발되어 실시한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참가 학생과 해외 

주재 글로벌 기업 및 국제기구와의 직접 연계를 통해 해외 인턴십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를 홍보하는 한편, 참가 학

생과 해외 근무 중인 서울대학교 동문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활발한 

인적 교류를 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최첨단기술 편’은 2011년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본

교 일본연구소 HK 조교수인 임채성 교수의 인솔로 10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일본의 대학 및 기업을 탐방하였습니다. GTP 학생들은 미쓰비시 상사, 니코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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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아르 증권, 소니, 히타치, 후지쯔, 브리지스톤, 소프트뱅크 등 일본의 대표

적인 기업을 방문하여 그곳 기업 인사관계자들로부터 기업 소개를 받고 기술 

체험관을 견학하였습니다. 

그 후 방문기업의 실무진 앞에서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고 연구하여 준비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였습니다. 히타치에서는 산업공학과 민헌기, 

언론정보학과 김신애, 외교학부 한택진 학생이 ‘GE Nuclear Energy Global 

Outreach’를, 소니에서는 산업공학과 민헌기, 언론정보학과 김신애 학생이 

‘Make, Believe’를, 니코코디아르 증권에서는 농경제사회학부 이윤경, 언론정

보학과 김신애 학생이 ‘New Strategy, New Audience’를, 소프트뱅크에서는 

소비자 아동학부 김진양,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양승희, 정치외교학과 신혜

은 학생이 ‘いつもあなたのソバに、 ソフトバンク(언제나 당신 곁에, 소프트)’

를, 후지쯔에서는 경영학과 안태진, 법학부 이자영, 전기공학부 고재경 학생이 

‘Fujitsu’s Global Mission’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은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도전이었지만 사전 준비와 현지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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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발표를 해봄으로써 스스로의 글로벌 역량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

다. 또한, 학생들은 동경대학과 일본 주재 KOTRA 등을 방문하여 일본의 경제 

동향에 대한 특강을 듣고, 재일본 서울대학교 동문들과의 커리어 워크숍에 참

여함으로써 해외 인턴십 및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사회적으로 다소 폐쇄적이던 기존 풍토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

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외적으로 개방성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습

니다. 그 일례로 최근 우리 경력개발센터에도 우수한 서울대 학생들을 채용하

고자 하는 일본 기업의 문의와 방문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이번 서울대 학생들의 방문으로 일본 기업에 한국인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

을 높일 수 있었으며, 일본 기업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인턴십 제도 개선

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후지쯔 사는 기존의 인턴십 제도를 개선하여 그 기

회를 이번 GTP 학생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히타치 사는 중국

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인 채용 비율을 앞으로는 더 높이겠다고 했

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쌓은 인적 네트워크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향후 일

본 기업에서의 인턴십 획득 및 취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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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개발센터는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자 하는 서울대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킹과 해외 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학생들을 인솔하여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해준 임채성 교수님과 임

유정 연구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1년 6월 7일 

롯데국제교육관에서 

경력개발센터 소장 김태완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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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글로벌 기업 탐방 

‘겨레의 인재에서 세계의 인재로’라는 서울대학교의 국제화 기조에 

맞춰 2007년부터 본교생의 국제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취업 및 인

턴십의 발판을 다진 Global Talent Program(GTP)은 그 동안 진행한 

실리콘벨리, 제네바, 프랑스, 두바이, 시드니,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일본을 포함하여 총 9개국에 50여 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 및 국제기구

가 참여하였다. 2011년은 동계방학을 맞이하여, 글로벌 인재에 대한 요

구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의 기업을 방문하고, 일본의 글로벌 경쟁력을 

배우고 한국의 인재들을 선보이고자 일본을 방문했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본 프로그램은 일본의 기업에서 학생들이 직

접 발표를 준비하였고, 발표 주제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준비

되었으며, 임채성 교수(서울대 일본연구소 HK 조교수)의 인솔로 진행되었

다. 참가 학생들은 3주간에 걸친 강도 높은 사전 교육을 통해서 영문 이

력서 및 인터뷰, 영어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받으며 향후 해외 

인턴십 및 채용에 대한 초석을 다졌다. 

 2011 GTP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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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기업 및 전체 일정 

학생들은 Fujitsu, Sony, Hitachi, SoftBank, Nikko Cordial 

Securities 등 기업 관계자들에게 기업을 소개 받고 체험관을 견학하였

으며,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다.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고 연

구한 주제로 글로벌 기업의 실무진 앞에서 선보인 비즈니스 프레젠테이

션 시간은 커다란 도전이자 글로벌 역량 증진에 발판이 되는 소중한 자

산이 되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장기 인턴십 제도가 없고,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짧은 기업 체험 수준의 인턴십이 있는 일본 기업의 채용 

구조 실정상 한국 학생들이 원하는 인턴십의 형태를 찾는 데는 어려움

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일본 기업들은 1~2개월의 장기 

인턴십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Fujitsu의 인사팀은 앞으로 이번 GTP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기업 방문 일정 외에, 참여 학생들은 The University of Tokyo, 일본 

주재 KOTRA 등을 방문하여 “일본의 경제동향” 등에 대한 특강, 재(在)

일본 서울대학교 동문들과의 만남 및 커리어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

램을 통해 해외 인턴십과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짐과 동시에 현지 네

트워크 형성 기회도 가졌다. 이번 탐방을 통해서 일본 기업이 경제 성장

의 위기감을 느끼고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제까지는 사내에 외국인 채용 비율이 낮았으나 앞으로 외국인 신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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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계획과 함께, Hitachi도 중국인에 비해서 상대적

으로 적은 한국인의 비율을 앞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기업의 

보수적인 성격 때문에 학생 발표가 우수했어도 채용을 위한 인터뷰를 제

안하거나 획기적인 인사를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우수한 학생들

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였다. 향후 이번에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인턴십 및 정규직 채용 전망이 기대되었다. 

 2011 GTP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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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Fujitsu

세계적 전자 및 인터넷 통신 기술 회사인 Fujitsu 일본 본사를 방문하

여,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인사담당 매니저(Mr. Ken Toyoda)와 현지 스

텝, 외국인 스텝(불가리아 출신)과 면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Fujitsu의 역

사, 통신 기술의 발달, 슈퍼 컴퓨터 시대부터 최신 모델의 발달 역사에 대

한 설명을 듣고 기술관의 제품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학생 발

표 주제는 “Fujitsu의 글로벌 미션: 한국 헬스케어 시장”으로 Fujitsu가 한

국에서 매출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헬스케어 시장, 특히 중소

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을 제안했다. 

Fujitsu는 외국인 채용에 대한 기회를 앞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한국 학생들의 지원에 관심 갖겠다고 밝혔다.

감사패 전달 Fujitsu 기술관 체험

Fujitsu 본사 건물 앞 단체사진 이자영 학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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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The University of Tokyo

동경대 경제학과 Takeda Haruhito 교수님 강연을 들었다. 경제학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일본 경제 동향을 설명들었다. 20년간 일본 경제의 장

기 침체 원인과 이에 대한 분석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수출

이 줄어든 것과 전반적인 소비 위축과 경쟁력 약화가 침체의 원인이 되었

다고 진단하였다. 정부와 기업이 대처하지 못하는 경제 시장에 있어서 비

영리조직(Non Profit Organization)과 사회적 기업이 협력하는 구조가 점차 

확대되고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이러한 동향에 지원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일본 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책과 발전방향 등 다

양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일본 경제를 분석하는 안목을 넓힐 수 있었

다.

감사패 전달 단체사진

일본 경제 분석 강의 Takeda Haruhito 교수님 강의

 2011 GTP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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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reer Workshop 1

동경대 경제학과 교수님(Takeda Haruhito)과 경제학과 프로젝트 조교수

로 계시는 한재향 선생님을 모시고, 일본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문화

와 한국의 대학문화와 다른 점을 토론했다. 일본 학생들에 비해서 한국학

생들의 적극적인 성격과 진취적인 성향이 취업에 있어서도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또, 일본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진로 및 경력개발을 위한 방법도 

토론했는데, 일본은 학생들이 휴학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진로 탐색을 위한 장기 인턴십 및 대외활동이 적으나, 

학교 선배나 지인을 통한 기업 탐색을 일찍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파

악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토론 학생들의 토론

학생들의 질의응답 학생들의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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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Bridgestone

1931년 설립한 세계 최대의 타이어 및 고무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인 Bridgestone은 세계 46개 공장에서 150개 국가에 공급하고 있는 글

로벌 기업이다. GTP 학생들이 방문한 도쿄에 소재한 Bridgestone 기술

센터는 테스트 드라이빙 사이트를 겸비하고 세계 각국에 산재한 생산공

장과 연구소 등 관련시설에 인력과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품질 개선을 하

고 있다는 점을 들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Bridgestone의 창립자(이시바

시 쇼지로), 회사 역사, 타이어 기술의 발달 등의 설명을 듣고, 내진설계 기

술 및 각종 친환경 기술 사업을 직접 보며, 21세기 주력 상품에 대한 소개

를 받았다. 참가 학생들 이력서를 인사부에 전달해 주기로 해 추후 학생

들의 경력 개발에 발판이 마련되었다.

감사패 전달 학생단체

타이어 기술 설명 건물 지진방어 기술

 2011 GTP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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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SoftBank

SoftBank는 일본 통신사 순위 중 3위 기업으로 애플사의 아이폰, 아

이패드를 독점 공급하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손정의 회

장은 제일교포 3세라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유명한 글로벌 기업이다. 학

생 발표 주제는 SoftBank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멤버십 카드 

도입과 현재의 와이파이 스팟 검색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학생들의 

발표 이후에 SoftBank 인사팀에서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과 현재 기업에

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을 설명해주었으며, 보안상의 문제로 사내 탐방은 

할 수 없었으나 사내 식당 및 스카이 라운지를 보여주었다. SoftBank에서

는 아직까지 해외 인력에 대한 인턴십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 인력에 대해

서도 인턴십 자체가 없는 회사다. 그러나 우수한 국제 인재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인턴십 도입을 고려중에 있다고 한다. 참가 학생 이력서 및 발

표자료를 추후 전달해 주어 차후에 인턴십 기회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연

락처를 공유하기로 했다.

감사패 전달

신혜은 학생 발표

학생단체

인사팀에서 학생 발표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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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의 일본 취업 조언 학생들의 질문

Mitsubishi Corp. 사업 설명 Mitsubishi Corp. 사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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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Career Workshop 2

Mitsubishi Corp.에 근무 중인 서울대 동문 두 분을 모시고, 한국인으

로서 일본 기업에 채용되기까지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다. 

Mitsubishi Corp.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주력하고 있

는 사업과 그 전망에 대한 설명, 한국인으로서 일본 기업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과 일본 기업의 장점 등을 설명 들었다. 참가 학생들은 

선배님들에게 실질적인 일본 생활과 일본 기업문화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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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Nikko Cordial Securities Inc.

Nikko Cordial Securities Inc.은 미국 Citi Bank의 자회사로 시작하

여 지금은 일본에서 SMBC와 합하여 운영하며, 투자신탁, 주식, 채권 등의 

상품에 투자하여 개인 및 기업의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다. 학생 발표 주

제는 “젊은층 고객에 타깃을 둔 증권회사 전략”으로 일본 증권회사의 구

성상 고령자들에게 치우처져 있던 것에 착안하여, 그와 반대되는 연령층, 

즉 젊은 층에 타깃을 두어 장기적으로 증권의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다

는 것을 제시했다. 일본 금융권의 흐름과 투자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실제로 증권 업무를 배워보는 실습과 일본에서 증권 투자 방법을 직접 체

험하였다. 학생들의 발표 이후 발표 주제에 대한 논의와 일본 증권 시장

의 흐름과 Nikko Cordial Securities Inc.의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기업 내에 장기 인턴십 제도는 없으나, 참가 학생 이력서 및 발표자료를 

전달해 추후 기회를 노렸다.

감사패 전달

증권거래 체험

학생단체

이윤경 학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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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Sony Corporation

SONY는 다른 IT 회사와는 다르게 전자 산업 외에도 영화, 음악, 게

임 등의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는 회사다. 

SONY의 최신식 3D 기술과 음향, 카메라, 영화산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술관을 한 시간 동안 체험하고, 미래 SONY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들었다. 학생 발표 주제는 SONY가 NGP(Next Generation Portable; PSP2)

를 Portable Network Device로 정비하여 ‘Glocalization’된 Contents

와 Environment 구축을 제시했다.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IT 업계와 최신 이슈를 조합하여 발표했다. 한국인에게 당장 인턴십 기회

는 없으나, 한국 학생들의 훌륭한 발표와 열정에 인상이 깊어서 차후 기

회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다는 평가를 들었다. 참가 학생 이력서 및 발표 

자료를 전달했다.

감사패 전달 학생단체

김신애 학생 발표 인사팀에서 학생 발표 피드백

 2011 GTP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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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RECRUIT

RECRUIT는 일본 헤드헌터사 1위 기업이며, 세계 3위의 규모를 가지

고 있다. 작년부터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인력을 일본 기업에 채용하기 

위해 중국에서 인재를 채용하였으나, 2011년부터 한국의 인재를 선발하

기로 하고, 현재도 경력개발센터를 종종 방문하고 있다. RECRUIT 회사 

소개와 한국인으로서 RECRUIT에 현재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사원의 발

표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RECRUIT에 취업을 위한 준비사항과 인재상

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학생을 다섯 그룹으로 나누고 학생 토의 및 발표

를 진행했으며, 발표 주제는 한국의 취업준비 어려운 점과 그 해결 방안

에 대한 의견 등이었다. 발표 이후 학생 발표에 대한 피드백과 최고 발표

자를 선발하여 상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감사패 전달 학생단체

학생 조별 토의 학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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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일본 서울대 동문의 밤

현재 일본에서 근무 중인 서울대 동문 10분을 모시고,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경력을 쌓아가는 이점과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서 조언을 구했고, 취업에 필요한 멘토 역할을 해줄 것임을 강조해 주었

다.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과거에 비해서 점차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인의 뛰어난 언어 실력과 적극성, 일본인과 비슷

한 조직 적응력 등을 고려해서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국제 인력임을 재확

인 받았다.

감사패 전달 동문회 밤 마무리 인사 말씀

동문회 대표(윤인호) 말씀 동문회 간사(이호준) 말씀

 2011 GTP 프로그램 소개



24   2011 Global Talent Program

11 Hitachi

Hitachi는 백색가전으로 유명한 회사이나 실제로 건설과 통신, 에너

지 분야에도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세계적인 회사다. 원자력 분야에서 

Hitachi는 2007년 General Electronics와 함께 Hitachi-GE Nuclear 

Energy Ltd.를 합작 설립하여 세계 시장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세 번

째로 큰 원자력 에너지 회사다. 현재 예산의 59%가 일본 시장에 집중되어 

있으나 앞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비중을 늘려서 예산의 절반 이상을 

해외시장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Hitachi의 인재상과 국제전문인

력을 양성하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들었다. 현재는 외국인 

중에 중국인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인의 비율을 높일 예정이

라고 한다. Hitachi의 인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받았다. 학생 발표 주제는 

“히타치-제너럴 일렉트로닉스 원자력 에너지의 해외 진출 방향”이었다. 학

생 발표 이후 발표 피드백과 학생 질문에 답변해 주셨다. 현재로서 장기적

인 인턴십 제도는 없으나 차후 외국인 채용 시 지원을 권장하고 있다.

감사패 전달

인사팀의 Hitachi 인재상 발표

학생단체

한택진 학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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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OTRA

KOTRA 일본 주재원을 방문하여 한・일 간 경제 동향 및 KOTRA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KOTRA에 취업을 원하는 학

생을 위해 KOTRA의 인재상과 일본 취업을 위한 일본인의 업무 형태와 

일본 문화의 이해를 돕는 내용이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현황을 

비교하여 경제성장률의 회복세로 전화하고 있으며, 2011년 여전히 일본 

경제가 위기를 안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본 정부가 5대 산업 분야에 중점

하여 육성하고 있다고 한다. 한・일 간 무역 현황은 2010년 대일수출에 

역대 최고 기록(282억 달러)을 내고 대일 무역적자폭 점차 확대하고 있으

며 대일 수출입 주요 품목으로 반도체,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

플레이 등 주로 부품소재 분야다. 일본 내 한국상품 점유율과 한류 확산 

동향 설명을 들었다.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일본인의 근성 

및 협력방안에 대한 조언과 의견을 들었다. 학생들은 한・일 간의 경제적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감사패 전달

KOTRA 사업 소개

학생단체

한·일 경제 동향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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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일본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 바로 세계 무대에서 나의 역

량을 발휘하는 것이다. 처음 외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

는 대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호주 여행이었다. 브리즈번에 위치한 IBM 

빌딩으로 출근하는 양복차림의 비즈니스맨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저

들과 어깨를 나란히 일하고 싶다는 막연한 동경을 가졌다. 제대 후에는 미

국 실리콘 밸리에 위치한 오라클에서 일하고 있는 동문 선배를 만날 기회

가 있었는데 한국인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에 크게 감명

을 받았다. 전 세계가 나의 무대가 되는 꿈을 기르기 시작하였다.

나는 또한 전기공학을 공부하면서 첨단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

다. 이론을 통해 배운 기술들을 기업이 활용하여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것

을 보는 것은 참 매력적이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수업에서 배웠던 CCD 기

 학생 보고서

온 세상을 품는 넓은 이상을 기르다
 고재경 (전기공학부 04학번)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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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디지털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에 활용되는 것을 보았고 통신 수업에서 

라디오 주파수에 정보를 전송하여 방송하는 과정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앞

으로 전공 분야의 기술을 기반으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겨울 계절학기를 수강하던 중 우연히 인터넷 공지를 보게 되었다. ‘GTP 

일본 편: 첨단기술 탐방’, 어쩌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추구해오던 길을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첨단기술을 배우고 이를 토대

로 세계로 진출하려는 나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지원 과정

선발 과정은 크게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 나뉜다. 서류에서는 지원 동기

와 자신의 자질,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영어 에세이를 

쓰면 된다. 나의 경우 동기부분에 대해 첨단기술에 관심을 가져왔던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전기공학과 기술 경영을 전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은 첨단기술이 매우 발달하였고 이를 통해 가치 창출을 이뤄왔

기에 배울 점이 많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자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

을 통해 리더십 기술과 교류하는 법을 배웠으며 사람들과의 팀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미래 계획에 대해서 일본의 동

경대학교 기술 경영학 과정을 통해 공부를 계속해 갈 것이라고 하였다.

서류 전형 합격 이후에는 교수님과 인터뷰가 있었다. 교수님 한 분과 학

생 4명으로 이뤄지는 일대다 면접이었다. 교수님께서는 이 프로그램에 왜 

지원했는지, 어떤 기업을 방문하고 싶은지 등의 일반적인 질문과 지원서

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다. 자신이 GTP에 얼마나 공헌할 수 있

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숙지한다면 잘 대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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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교육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일본으로 출국 전까지 약 3주 동안 사전 교육이 있었

다. 교육은 프레젠테이션, 이력서, 인터뷰 등에 관한 것으로 일본에서의 활동

에 필요한 내용들이었다. 프레젠테이션 교육은 RGB라는 서울대 졸업생들

이 세운 전문 프레젠테이션 업체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 학생들의 발

표 스타일을 설문지를 통해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지 교육을 받았다. 내 스타일은 신뢰를 주는 파란색으로 주로 설명하는 발표

에 적합하다는 것과 어떤 성량과 자세를 해야 효과적인지를 알 수 있었다. 이

력서는 기존 것을 전문 이력서 담당자에게 첨삭을 받은 후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들 영어 이력서를 작성해본 적이 드물었고 영어 표현이 서툴러 

많은 노력을 들인 후에야 완성할 수 있었다. 영어 인터뷰 강의는 실제 월 스트

리트 투자 은행의 전직자가 진행해주셨다. 인터뷰에서 말해야 하는 흐름에 대

해 강의해주셨고 실제로 연습을 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

었고 더 자연스럽게 인터뷰에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준비 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과정은 따로 있었다. 각자 맡은 일본 기

업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를 준비하는 일이었다. 서로 전공도 다르고 모르는 

것도 많았던 우리는 사실 걱정이 앞섰다. 과연 발표 준비를 잘 할 수 있을까? 

나는 경영대생인 태진이와 법대생인 자영이와 함께 IT 서비스 업체인 후지쯔

를 담당하게 되었다. ‘후지쯔! 과연 어떤 기업일까?’ ‘이전에 후지쯔 노트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전자제품 제조사인가?’ 회사 홈페이지와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후지쯔는 주로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는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업들은 더욱 나은 생산성을 위해 IT와 통신 설비를 갖

추는 경우가 많은데 후지쯔가 이러한 수요를 담당하는 것이다. 

과연 후지쯔에게 어떤 발표를 해줄 수 있을까? 우리는 연차보고서에 나와 

있는 CEO의 말에 주목했다. 후지쯔의 수익 중 70% 이상이 일본 시장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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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 따라서 일본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즘, 후지쯔 또한 마찬

가지 상황을 겪고 있었다. 최근 2년 동안에는 후지쯔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

록하였다.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후지쯔는 2011년을 세계화를 추구하는 

해로 삼았다. 매출을 세계 각지에서 올려 위험을 줄이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

약하려는 신호이다. 세계화를 꿈꾸는 후지쯔에게 던질 메시지는 무엇이 될까?

우리 팀은 후지쯔가 가진 역량을 분석하여 나아갈 점을 제시하기로 하였

다. 주요 고객들이 기업인지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케팅 접근은 의미가 없

었다. 우리는 특히 후지쯔가 서버를 만드는 기술이 상당하여 일본 시장에서 1

위, 세계 시장에서 3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네트

워크 기술이 결합된다면 최근 IT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

스가 가능하였다. 당장 네트워크 기술을 가질 수는 없기에 이 분야에서 선두

를 달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의 연합을 통한 방법이 있음을 제안

하기로 했다. 계속 조사하던 중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실제로 후지쯔는 마이크

로소프트와 연합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었다. 이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한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였다. 앞으로 한국에서는 중소형 병원들의 기

업화가 예측되고 있으며 기업화가 되는 경우 IT 기반을 갖추어야 하므로 의료 

솔루션 수요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후지쯔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여 더 나은 의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성공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준비 과정은 3주 동안 휴일도 없이 계속되었다. 10명이 밤 늦게까지 한 자

리에 모여 서로의 발표를 듣고 비판하면서 우리의 발표는 점차 다듬어지고 있

었다. 처음 각자 기업을 맡고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리둥절하였던 우리가 이

제는 기업을 상대로 나름의 컨설팅을 할 준비가 된 것이다. 출발 3일 전, 교수

님 앞에서 발표를 끝내면서 모두에게서 뿌듯함이 느껴졌다! 이제 일본에서의 

일정만이 남았다.

 학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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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TP 일본 편 현지 활동

회사 소개

설레는 마음과 함께 2시간 여의 비행을 마치고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

했다. 이번 일본 편에서는 첨단기술과 관련한 많은 기업들을 방문하게 되

었는데 후지쯔, 소프트뱅크, 니코코디아르 증권, 소니, 리쿠르트, 히타치 등

이었다. 공항 도착 후 정신 없이 찾아간 곳은 바로 정보통신 기업 후지쯔! 

내가 발표할 기업이기도 했다. 지하철로 본사를 찾아가는 내내 연습했던 

발표를 떠올리곤 했다. 이윽고 높은 건물의 본사가 보이기 시작한다! 가슴

이 뛰기 시작한다!

후지쯔는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기업이다. 크게 3가지 영역의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Technology Solutions, Ubiquitous Product Solutions, 

Device Solutions이다. Technology solution은 기업이 정보통신 시스템

을 갖출 수 있도록 장비 설치부터 컨설팅까지 담당하는 것이다. 후지쯔의 

60%가 넘는 매출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 보통 기업에 서버를 제공하는 역

할을 한다. Ubiquitous Product Solutions는 휴대 기기를 말한다. 한국 시

장에서는 볼 수 없지만 일본 시장에 후지쯔는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제조

하여 판매하고 있다. 매출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Device 

Solutions는 전자제품 생산을 위한 반도체 부품을 말한다. 후지쯔는 가전

제품과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며 매출의 약 11%를 이곳에

서 가져오고 있다. 후지쯔는 휴대 기기를 제외하면 주요 고객이 기업인 전

형적인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후지쯔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한국 기업으로는 LG CNS와 삼성 SDS가 

있다. 이 두 업체는 후지쯔와 같이 기업들에게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다만 두 기업은 주요 고객이 자신의 계열사라는 점에서 차이



 학생 보고서

일본: 최첨단기술 편   31

가 난다. 또한 후지쯔가 가진 휴대 기기 생산이나 부품 생산은 하고 있지 

않다. 한국 시장은 대기업들이 자신만의 정보통신기술 기업을 소유하고 있

기에 후지쯔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주로 중소기업이나 일부 대기업이 

고객이 될 것이다.

회사 소개를 받고 이윽고 학생 발표가 시작되었다. 후지쯔의 국제화와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한국 의료 시장 진출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한 우

리의 발표는 초입부터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어 모았다. 특히 후지쯔가 가

진 기술 역량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어떤 정보통신 서비스에 강점을 둘 수 

있는지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남달랐다고 생각한다. 국제화의 방법

으로써 한국 의료시장에 진출할 때 중소 규모의 병원을 상대로 일본에서의 

노하우가 축적된 일괄적인 서비스로 저렴하게 공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

여 눈길을 끌었다. 

발표에 앞서 설명을 듣는 

후지쯔 팀

발표를 마치고 의견을 듣는 후지쯔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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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가 끝나고 인사채용 담당자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후지쯔는 

일본 의료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일본은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

다. 후지쯔가 제공하는 의료 솔루션 중 하나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도시

의 의사가 시골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시스템이었다. 우리가 조사한 것들 

이상으로 후지쯔는 의료 분야에 서비스나 제품을 많이 개발해둔 상태였다. 

이러한 노하우가 한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인턴십 채용 과정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인턴십과 채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

다. 후지쯔는 별도의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일본 대부분의 

기업이 마찬가지이다. 외국인 채용 비율은 여전히 낮아 5%가량이며 대부

분 일본에서 공부한 유학생이라고 한다. 하지만 후지쯔는 앞으로 세계화 

진행을 위해 외국인 채용 비율을 10%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자신

이 후지쯔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잘 설득한다면 후지쯔에서 인턴십 

또는 정규 채용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임금수준의 경우 대부

분 연차에 의존한다. 초봉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상승 폭이 더 크다

고 한다.

국가 소개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에 속해 있어 언어뿐

만 아니라 유교와 불교를 공유하는 등 많은 문화적, 종교적 유사성을 공유

하고 있지만 동시에 각 국가에 사회문화적 특수성이 더해지면서 조금씩 그 

내용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한자를 공유하는 문

화이지만, 우리나라의 한자는 본래 많은 획수 그대로의 한자인 번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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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반면, 일본은 과거에 번체자를 쓰다 최근에는 획을 조금씩 줄인 약자

를 쓰고 있다. 또한, 한일 모두 유교 사상을 공유하고 있지만 한국의 유교가 

효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임에 비해 일본의 유교는 충을 중심으로 한다. 하

지만 일본은 유교와 더불어 신도(神道)라는 토착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이 

토착신앙의 신들이 모셔진 곳을 신사(神社)라고 하는데, 때때로 신사는 한

일 간 단지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 정치적인 갈등의 소지가 되는 장소이기

도 하다.

기업 문화는 짧은 기간을 통해 알기는 어려웠지만 대체로 보수적인 성

향이 강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이 길어 신속한 

대처에 늦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일본은 최근 20년 동안 장

기적인 경기침체를 겪어온 탓에 기업들이 위험 기피 태도를 보이는 경향

이 있다. 우리가 방문하였던 많은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줄이고 현상 유지

에 힘쓰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화를 위해 외국

인 채용을 늘리고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고무

적이다.

커리어 특강, 현지 특강 및 동문과의 만남

첫째 날은 동경대 교수님의 일본 경제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교수님은 

일본 경제에 대해 굉장히 명료하게 진단하였다. 지난 20년간 장기 침체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감소하였고 수출이 줄어들었다. 전반적으로 일본 경

제의 경쟁력이 매우 줄어들었으며 정부의 세수도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정부, 기업이 모두 다룰 수 없는 일종의 틈이 생겼는데, 해결책

으로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정부조직(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강의에 관한 질문부터 일본 경제, 문화에 대한 다채로운 질문이었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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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굉장히 명료하면서도 재치 있는 답변을 해주셨다.

둘째 날에는 미쯔비시 상사에서 근무하는 선배님 두 분을 뵐 수 있는 자

리가 마련되었다. 내가 앉은 테이블에 계셨던 서덕근 선배님의 일본 진출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했다. 대학 졸업 후 한국의 한 상사에 취직해 근무

를 하셨는데, 하필 예정되었던 중동이 아닌 연고가 없는 일본으로 발령이 

났다고 하셨다. 그때부터 일본어를 시작했고 온몸으로 뛴 덕분에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하셨다. IMF로 인해 한국 회사들이 어려워지자 선배님께서

는 일본 미쯔비시로 기회를 탐색하였고 성공적으로 입사하셨다. 처음에는 

한국인이 아무도 없었던 회사에서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한국과의 교류 

증대로 입지가 확고해졌고 이제는 일본인 직원들을 거느리는 팀장님이 되

셨다고 한다. 일본인들 앞에서 당당히 일하시는 모습이 매우 멋졌다.

셋째 날 밤에는 동경에 있는 동문회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 

높은 자리에 계시는 흰머리 가득한 선배님부터 얼마 전에 동경으로 와 일

을 시작하신 선배님들까지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우리는 선배님들 사이

사이에 앉아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 선배님들께서 후배들을 

위해 좋은 말씀을 해주시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특히 한 선배님은 모

두에게 가방을 선물해주셔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넷째 날에는 KOTRA 일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환섭 선생님으로부터 

한일관계에 대한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은 전체 무역 흑자에 비례하

여 일본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즉, 한국의 수출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수

입이 불가피하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방법 중 하나

로 규수 지방 진출을 설명하셨다. 규수 지방은 부산과 거리는 불과 200km

이지만 동경과의 거리는 무려 1,100km에 이른다. 따라서 이런 지형적인 

이점을 통해 부산의 부품을 가지고 일본에서 생산하는 이른바 “Milk run”

을 말씀해주셨다. 한국의 발전에는 일본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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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두 나라가 윈-윈 관계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셨다.

3. GTP 일본 편을 다녀와서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바야흐로 진정한 글로벌 시대이다. 모두가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큰 꿈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에서는 고시나 전문대학원 

진학 등 좁은 문을 위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칫 소모적인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더 큰 무대를 향해 노력한다면 큰 보상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

일 것이다. 세계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하여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익힐 것이다. 그리고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여 내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이

다.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실력을 갈고 닦으면 세계 무대의 벽은 그리 높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더 많은 후배들이 GTP를 통하여, 아니면 다른 여러 가

지 활동과 여행을 통하여 세계로 진출하는 꿈을 키우고 서로 공유하였으면 

한다.

GTP를 통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 및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된 점

GTP가 주었던 가장 큰 재산은 자신감이다. 비록 일본어를 할 수는 없지

만 당당하게 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의견을 말하고 그들과 교류

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도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우

리가 방문하는 기업마다 발표가 끝나고 담당자들이 놀라워하며 칭찬하는 

것을 들으면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세계 어디서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서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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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모든 학생들이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소중한 동지들을 얻었다는 것이다. 준비기간, 그리고 일본에 

있는 기간 동안 나 혼자 했던 일은 아무 것도 없다. 함께 일하면서 더 좋은 

생각을 내고 더 좋은 성과를 얻는 방법을 터득하였다. 이는 앞으로 내가 직

장을 얻고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과 GTP 

기간 내내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고 서로 배울 수 있었다. 모두

가 평생지기로 남아 서로 도우면서 살 것이라 확신한다.

향후 계획

졸업 후 나는 일본 동경대학의 기술 경영 과정으로 유학을 지원할 생

각이다. 공학 석사 과정을 밟은 이후에는 일본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미

국으로 박사학위를 노려볼 것이다.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가 가

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믿는다.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 동아시

아를 충분히 경험하고 미국으로 진출하여 세계에서 눈에 띌만한 일을 해

보고 싶다. 

이번 GTP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시고 노력해주신 임채성 교수님

과 임유정 선생님, 그리고 준비기간 동안 저희를 교육시키느라 수고하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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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일본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이번 GTP를 알게 된 계기는 마이스누 학교 게시판을 통해서였다. 사실 

이번 방학을 조금 더 유익하게 보내고 싶어서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정작 찾았던 것은 겨울을 포함하여 3~6개월 하는 장기

간의 인턴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GTP의 공지 글은 바로 나의 시선을 사로

잡았다. 또한 이번에는 내가 살던 곳, 일본이라는 것이다. 많은 생각들이 내 

머리 속을 스쳐 지나가며 지원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 과연 유익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주일의 소중한 시간을 버

리는 것인가? 하며 여러 방면으로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한 것 같다. 하지만 

지원 마감 전날, 지난 학기 알게 된 선배에게서 이번에 꼭 지원해 보라는 

연락을 받았다. 선배의 추천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지원을 하고자 

하는 확고한 마음이 생겼다. GTP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의 질문은 나에

게 도전적인 질문들이었다. 마감 마지막 날이라는 압박과, 더불어 그 질문

들에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나의 반성과 함께 다시 한번 내 자신

내가 나를 보게 한…!
김신애 (언론정보학과 07학번)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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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내가 정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단시간에 많이 한 것 같다. 확연한 

꿈은 있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 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한 GTP 프로

그램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을 내가 도울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며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 과정

지원 마감 몇 일 후에 한 통의 합격통지 전화를 받으며 1차 서류에 통과

하였음을 확인하고 면접을 하게 되었다. 면접일, 대기실에 가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모두들 무엇인가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에 나

도 모르게 종이를 꺼내어 어떻게 내 자신을 소개할 것인지 그리고 일본의 

기업에 어떻게 응할 것인지를 정리해보았다. 준비는 해왔지만 주변 분위기

가 긴장 그리고 더욱 무엇인가 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였기에, 나도 모르

게 종이에 여러 가지 적었다.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내 안에서의 복잡한 것

들도 모두 정리되며 편한 마음으로 면접에 들어갈 수 있었다. 4인 1조가 되

어 5팀의 면접원들이 있었다. 교수님은 한 분으로 일인당 5분가량의 시간

이 주어졌다. 교수님의 질문은 내가 예상했던 질문 몇 개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질문 몇 개로 총 5~6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그룹형 면접

은 사실상 나에게는 처음이었기에 생소한 분위기 속에서 면접을 시작하였

는데, 예상했던 내 자신에 관한 질문 그리고 어떠한 기업에 가서 어떤 발표

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당시 생각나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발표하

였다. 긴장은 안 됐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게 하는 면접이었다. 이

렇게 무사히 면접이 끝난 몇 일 후 전화와 메일 동시에 GTP에 확실히 참여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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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교육

GTP에 참여할 수 있다는 들뜬 마음으로 처음 모임에 들어갔다. 참여 인

원은 처음에는 12명, 모두들 고학번이어서 그런지 각자 아우라가 만만치 

않았다. 한 명씩 돌아가며 본인 소개를 하며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그 자리에서 일본에서 어떤 기업에 관해 발표를 할 것인지에 관한 조 편성

을 이루었다. 사실, 어떤 기업에 가도 상관은 없었기 때문에 그다지 불편한 

점은 없었다. 다만, 담당을 하게 된 니코코디얼이라는 일본 증권회사는 생

각 못했던 것이, 전문적인 지식을 논하는 곳이기에 전공도 아니며 경제에 

관한 관심이 평상시 없었기에 처음 그 기업을 맡으면서는 많은 부담을 느

꼈었다. 그리고 뽑힌 이유도 ‘일본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그 

기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그 기업에 

응할 수 있었다. 교육이 없는 날에는 오프라인/온라인으로 사람들과 회의

를 하며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GTP의 특성상, 어

떠한 방향이 있어서 그것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방향을 우리

가 새롭게 개설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쉽게 이룰 수는 없

었다. 하지만 점차 여러 자료 탐색과 함께 방향을 좁혀나가며 이거다! 하는 

것이 생기며 기반을 차차 발전시킬 수 있었다. 

기업에 대해서 맡은 바는 있지만 이를 어떻게 발표해 나가는지에 관해서

는 RGB 교육을 통해 할 수 있었다. 평상시 학교에서의 발표에서 내가 발

표는 하지만 어떤 스타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RGB 교육을 통해 정확하게 자신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게 되었으며 그런 

방향으로 하나씩 연습을 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매력적인 보라색”이었다. 

이는 압도, 열정, 친근 등이 동시에 결합한 형태로 내가 생각했던 내 자신

을 잘 보여준 색깔이라고 생각된다. 이 스타일은 꼭 그 사람이다라고 할 수

는 없지만 대략 그 사람의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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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라고 믿는다. 발표 준비 과정에서 때로는 제대로 된 발표 요소가 마

련되지 못해 확실한 지적은 받을 수 없었던 것이 아쉬운 점이었다. 말 그대

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대본이 내 안에서 술술 나오지 못했기 때문인 것

도 있다. 또한 막상 회사에서의 발표 자리가 생각보다 작았다. 그렇기 때문

에 교육에서는 ‘역동적’이라는 요소를 충분히 어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

쉬운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는 일본에서 생활하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일본에 관해서는 전문가라

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누군가가 나에게 일본과 한국의 차이란?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항상 내 안에서의 힘겨운 질

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 교수님으로부터의 특강에서는 정확한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평소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을 교수님께서는 전문용어와 

함께 부연설명까지 정확한 해석을 가르쳐 주셨다. 앞으로 누가 나에게 일

본과 한국에 관한 차이점을 논해보라고 했을 경우 나는 당당히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에서 빼먹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의 Resume 첨삭 교실

이다. 이 시간에는 무엇을 배운 것보다는 ‘알게 되었다’가 더욱 확실한 표

현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에서 오신 선생님이기에 미국 드라마가 아닌 실제 

미국인이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많이 들뜬 마음으로 수업을 들

었다. 이 분이 가르쳐주신 스타일은 일본 기업뿐만이 아닌 모든 나라의 기

업에 입사할 때 필요한, 모든 핵심요소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이것

이 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것이 배경지식이 되어 요령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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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TP 일본 편 현지 활동

회사 소개

발표를 담당하게 된 기업은 2개였다. 하나는 일본 증권회사인 ‘니코코디

얼’, 또 하나는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회사 ‘SONY’이다. 

니코코디얼은 일본의 증권회사에서도 큰 회사로 일본 내에서는 유명한 

회사라고 한다. 기존에는 미국의 Citi Bank의 자회사로 시작하여 지금은 

일본의 SMBC와 합하여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자료를 찾는 과정에

서 미흡한 자료에 많은 힘들었다. 물론 회사의 정보는 위키백과와 같은 사

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 정작 이들의 속 깊은 정보는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었다. 지금 일본 증

권회사의 구성상 고령자들에게 치우처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

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연령층, 즉 젊은층에 타깃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증권의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야말로 니코뿐만이 아닌 일본 전반적 증권을 위한 발표 흐름

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젊은이들의 시선을 사로

잡을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이들을 어떻게 해야 고정가입자로 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연구를 우리 학생 입장의 방법으로 조사하며 여러 가지 전략을 세

워나갈 수 있었다. PPT 제작에서는 함께 발표한 언니가 몇 날 며칠 밤을 새

며 수고해주었다. 하나의 거대 아티스틱 작품을 만들어내며 우리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득 담은 완벽한 발표를 만

들어내었다. 

소니의 경우 우리가 항상 접하는 대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료는 쉽

게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소니의 경우 처음 시작이 서브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접근성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정했었다. 이미 다른 조원들이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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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자료를 찾았었기 때문에 그에 더불어 찾을 수 있는 자료는 없었던 상

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태였다. 우선 

‘Qriocity’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보편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지

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새로운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PSP

를 통해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만

약 이 기계를 가지고 일반 가게에 들어가 게임을 qriocity를 통해 연결한다

면?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발전시켜 지역중심으로 내가 게임을 하고 있

을 때 해외에서의 초대가 이루어지며 글로벌로 벌일 수 있다는 것을 확신

하고, 그것을 ‘Glocalization’이라고 정하게 되었다. 이런 아이디어 제시를 

통해 처음에는 서브였던 역할에서 메인이 되었다. 발표를 위해 발전시킨 

구성들이 많은 리서치를 통해 더욱 발전하여 콘텐츠가 디테일하게 만들어

졌다. 

일본에서 발표 전날 저녁까지 열심히 준비하여 완벽하게 준비한 상황에

서 발표일을 맞이하였다. 두 회사가 동일한 날에 발표하였기 때문에 아침

에는 조금 긴장한 상태로 아침밥을 많이 먹지 못했다. 

처음 간 회사는 니코였다. 동경역 부근에 회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던 

회사이기에 처음에는 실제로 증권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가서 전반

적인 회사의 이해를 위한 설명회가 있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회사가 어

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떻게 고객층과 대화하는지에 관해서 공부하였다. 

그 회사에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사원으로부터 전반적인 회사에서의 생활

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설명회가 끝나고 조금 걸어서 이

동한 건물에서 발표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컴퓨터와 연결할 수 없어 우

리의 아름다운 PPT를 선보일 수 없다는 상황에 좌절을 느끼며 어떻게 안 

될까 노력한 결과, 다행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평소 연습했을 

때보다 완벽한 발표를 할 수 있었다. 함께 발표한 언니와 뿌듯함을 안고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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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직원 측의 코멘트를 들을 시간이 되었다. 처음에 코멘트 주신 분은 우

리의 아이디어가 좋았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느낌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 사람이었다. 이 발표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뿐이지, 경영 측면에서

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라고 비판적으로 나오셨다. 그 이유는 지금 일

본 전체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고객

층은 고령층으로 퇴직금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지금 젊은층을 받아

들인다 하더라도 그들은 고액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곤란한 고객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화적인 니코를 

보며 지금 일본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느낄 수 있었다. 오히려 일본 경제

에는 미래가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되

었다. 그리고 일본 최고라는 증권회사가 이런 입장이니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이 안 될 거 같은 억양이었기에 오히려 조금 놀람도 있었다. 

니코에서는 일본어 발표였지만, 소니에서는 영어 발표였기 때문에 내 안

에서 언어전환을 하기 위해 니코회사를 나오자마자 바로 영어로 학생들과 

대화를 하며 영어를 내 안에 고정시켰다. 소니는 사실상 발표는 듣되, 학생

들을 뽑을 생각이 없다는 그들의 입장을 표한바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

들에 비해 우리들의 입장은 조금 애매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발표하

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중력을 최고치

로 세우고 발표하였다. 우선, 발표시간 전에 소니 회사 내에 있는 박물관 같

은 곳을 견학하였다. 현재 소니의 사업 그리고 지금까지 소니의 역사가 어

떻게 이루어졌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

는 언론에 관심이 있었으며 항상 동아리에서도 접하는 제품은 소니였기 때

문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는 제품들이었다. 또한 미디어에도 사업을 이루

고 있었던 소니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아졌다는 것도 사실이다. 드디어 발

표시간이 되었다. 발표는 내 자신이 놀랄 만큼 완벽하게 할 수 있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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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발표한 2명 모두 완벽하게 시작과 마무리를 해주었다. 우리의 발표에 관

한 코멘트를 들을 시간이 되었다. 이날 채용부의 최고자리에 계신 분이 오

셔서 들었다고 한다. 이는 사실 아무 기대 없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우리

의 발표에 깜짝 놀랬다고 한다. 그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모토가 우리가 

말한 ‘Glocalizaion’이었다고 한다. 이를 아는 사람들은 소니에서도 소수이

므로 학생인 우리가 이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발표한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서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교감을 얻을 수 있었기에 뿌듯함

을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나중에 들은 말에 의하면 소니에 학생들

이 찾아와서 발표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한다. 이를 들으며 우리가 

최초의 학생임을 알고 더욱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커리어 특강, 현지 특강 및 동문과의 만남

많은 특강을 들으러 갔었지만, ‘동문의 밤’ 이 제일 인상적이었다. 제일동

포란 어느 나라에 있어도 조금 소외되는 계층이면서도 앞으로의 미래를 이

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잠재의식이 항상 내 안에서도 존

재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태어나 살았다 하더라도 ‘한국인’이기 때문

에 소외되는 부분이 존재했었다. 한국에서도 한국인으로 살고 있지만 일본

에서 성장하였다는 자체로 조금은 처음 반응이 모두 좋다고는 말할 수 없

었다. ‘동문의 밤’에서는 나와 같은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있는 선배님들이 대

다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느끼고 두 나라에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공감하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평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고

민을 이들은 이미 몇 십 년 전에 했었기 때문에 많이 듣고 많이 배울 수 있

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물론, 이들과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들처

럼 살아간다는 것은 아니다. 나의 가는 길은 이들과는 다르고 개인마다 살

아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일동포를 포함한 서울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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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대선배님들을 뵐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소중한 추억, 그리고 경험이 된 

것 같다.  

개인마다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누

리고 계시는 선배님들이 나는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그분들이 학교 다니는 

당시는 전쟁 직후이기 때문에 제일 험난한 시기였음을 잘 알 수 있다. 이들

에 비해 나는 편안한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

었고, 이들도 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나도 더욱 더 잘 할 수 있겠다는 확신

을 할 수 있었다.

3. GTP 일본 편을 다녀와서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앞으로의 사회를 이끄는 층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라고 생각되

었다. 그리고 국내에서만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안 된다고 느꼈다. 세

계 진출은 필수라고 느끼기도 하였다. 더불어 여러 언어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되었다. 물론 단기간에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어려

운 일이며 지금 당장 공부한다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

력하는 자에게 축복이 가듯 노력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

되었다. 이러한 언어의 장벽을 부수게 된다면 글로벌의 전반적인 적은 물

리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떤 분

야에서 열정을 느끼는 것인지에 있는 것 같다. 어떤 일이든 자신이 열정을 

느끼지 못하면 그 분야에서 오래갈 수 없다고 생각된다. 무엇이든 자신이 

자신 있으며 재미있게 느껴지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이는 인턴십뿐만이 아닌 취직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46   2011 Global Talent Program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인턴십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게 되

었다. 

GTP를 통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 및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된 점 

처음 GTP를 시작하며 일본 전반적임 문제에 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발표 내용은 그런 전반적이 

아닌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내가 접하지 못했던 

분야에 관해서 공부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가 처

음 알게 되는 분야이지만 그에 관한 공부를 하여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자신

이 생겼다. 전공이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 

소통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관해서만 공부했지 이를 어

떻게 사용하는지는 공부해보지 못했다. 오히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

금 더 자신 있게 내 자신을 새로운 방면으로 노출시켜 적응할 수 있는 확실

한 훈련을 한 것 같다. 또한 항상 이론적으로만 진부하게 공부하던 것들을 

실제 상황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학습이 되었다. 

이번 GTP를 통해서 처음으로 동시통역을 해보았다. 어느 한쪽의 언어에 

자신이 없으면 동시통역은 어렵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는 

피했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 더 자신에 대해서 도전을 한 것 

같다. 모든 행사에서의 설명을 동시통역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해 

내 자신이 커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렵다고 피하는 것이 아닌, 자신 

있게 해나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놀란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내가 

모르는 부분에 내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번

에는 많이 시도해 보았다. 그에 관해서 많이 공부할 수 있었으며 내 자신이 

개발되는 성장통의 성장 소리가 들려오는 듯 대단한 급성장을 이루고 왔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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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P를 시작하면서의 내 모습과 끝나고 나서의 내 모습은 확연히 달랐

다. 처음에는 무엇인가에 겁먹으며 쉽게 숨으려고 하는 내 자신이 있었다. 

GTP에서 몇 주간의 훈련을 통해서 그런 내 안에서의 장벽을 깰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주변에 함께한 GTP 멤버 9명이 나에게 자극이 되었던 것 같

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봐서 서로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

지만 서로의 장점들이 우리 프로그램 준비기간 동안 많이 어필되고 서로에

게 조언을 하며 함께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서로가 서로에게 성

장통이었던 것 같다. 사람이 직접 이런 영향을 준 것도 처음이며, 이를 잘 

풀어나갈 수 있게 했던 좋은 멤버들이었기에 GTP 일본 편이 성공적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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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아직 내 자신이 어느 나라에서 일하고 싶은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어느 

나라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다. 항상 고민한 것은 어느 나라에

서 일하고 싶은가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의 대답은 얻을 수 있었기에, 

다음 단계인 어떤 분야이다. 나는 세계를 통일하는 ‘언론인’이 되는 것이 꿈

이다. 시작을 굳이 언론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종 

목표는 언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젊어서 할 수 있

는 경험은 최대한 많이 경험해볼 것이다. 그리고 다방면으로 내 자신을 노

출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노출된 내 자신이 어떻게 그 자리를 적응해 나갈

지는 항시 생각하며 일해 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틀에 내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닌 여러 틀을 만들어내어 하나의 큰 원을 만드는 것 또한 내 안에서

의 목적이다. 이번 GTP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공부하고 배

울 수 있었다. 이 경험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좋은 수레바퀴라

고 생각된다. 앞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커질지는 나 또한 궁금하다. 하지만 

이에 불을 켜준 것도 GTP이다. 그러기에 이번 GTP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너무 감사하다고 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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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일본 편을 준비하며

졸업할 때는 다가오고, 의욕 넘치게 시작했지만 돌이켜보면 딱히 이룬 

것이 없던 지난 학기.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한 이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은 있었지만 뚜렷한 목표를 세우지 못한 채 이리저리 고민만 하는 내 

모습에 지쳐가고 있을 때쯤 내 눈 앞에 나타난 것이 GTP 일본 편이었다. 

내가 평소부터 일본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아는 친구가 나에게 추천을 해준 

것이다. 원래 졸업하기 전에 GTP를 한번쯤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막

연히 갖고 있긴 했지만 그게 운 좋게도 내가 관심 있는 일본 편이 될 것이

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에 더욱 흥미가 생겼다. 일본에 관심이 많았을 뿐

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취업 역시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었기에 기업을 방

문하고 인턴십 기회를 얻을 수 있는 GTP는 나에게 엄청난 찬스였다. 그러

나 지원해야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실제로 그 과정 동안 많이 망설이기

도 했다. 특히 난생 처음 영어로 지원서를 작성해보는 것이라 처음 지원 양

식을 보고는 막막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대충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작성을 한 뒤에 GTP 싱가포르 편에 참여했던 친

SoftBank 탐방 보고서
김진양 (소비자아동학부 07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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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게 이것저것 물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다. 그리고 이번 GTP 

프로그램에 대한 나의 열정을 최대한 어필하고자 했다.

면접은 영어/일본어 면접을 보았다. 질문은 자기소개, 일본에서 가보고 

싶은 곳, 일본에서 취업할 생각이 있는지, 취업할 생각이 있다면 어떠한 분

야나 기업에서 일해보고 싶은지,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공부들을 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면 멤버들과 팀워크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성격인지 등이었다. 외국어 면접이 처음이라 너무너무 긴

장을 한데다가 교수님께서 다른 면접자들에게는 우선 자기소개를 해보라

고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나에게만 일본에 가면 어디를 가보고 

싶냐고 물어보셔서 생각지 못한 질문에 갑자기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

아 당황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영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열심히 대답

했고, 심지어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해서도 꼭 가고 싶다는 말들을 덧붙이

면서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어필해 교수님께서 피식 

웃기도 하셨다. 개인적으로는 왼쪽에 앉았던 친구가 일본어는 물론 영어를 

너무 잘했고, 오른쪽에 앉아 있던 친구도 영어와 일본어를 잘하고 질문에 

적절히 대답을 잘한 것 같아 분명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영어 지원서와 

면접을 접해 보았다는 것에 의의를 두려고 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취업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보였던 모습

을 교수님께서 이해해주셨던 것인지 합격 전화를 받게 되어 너무 기뻤다. 

그리고 나의 좌우에 앉았던 사람들 역시 첫 오리엔테이션 날 합격 멤버로

서 만나게 되어 더욱 기분이 좋았다.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날부터 바로 발표할 기업을 정하고 리서치 페

이퍼를 준비해야 하는 등 생각보다 일정이 많이 빡빡했다. 후지쯔, 소프트

뱅크, 니코코디아르 증권, 소니, 히타치 5개의 기업 중 원하는 기업을 선택

해서 발표를 준비했다. 해외 기업이었기에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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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고 필요한 자료를 찾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일본어로 된 자료들이 대부분인지라 그 자료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렸다. 우리 팀이 맡은 소프트뱅크의 경우 사업을 벌이고 있

는 분야가 다양해서 회사에 대해 파악하는 데만 조금 시간이 걸렸다. 그렇

지만 대부분 가장 친숙하게 생각되는 소프트뱅크 모바일 쪽으로 좁히는 데

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때부터였다. 모바일이라고 해

봐야 기술적으로 거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바일 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게 급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와이파이가 무엇인지, 3G가 무엇

인지, 팸토셀은 무엇인지 등 기본적인 기술적 부분에 대한 리서치를 중점

적으로 했다. 이러한 리서치들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기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다는 것이었다.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 잘 알지 못

할 뿐 아니라 이 짧은 시간 동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업계의 동향에 대해 

잘 파악하고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와이파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정책에 대해 일본 내에서 물리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있

어서도 와이파이의 구축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들을 생각

해본 것이다. 특히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온 우리들만

이 가질 수 있는 강점에 대해 고민하였고 최대한 그러한 장점을 살릴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한국의 예를 많이 생각해보았다. 

그 결과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과의 공동 CM, 캠페인 등을 통한 와이파

이 스팟의 구축, 멤버십 카드 도입을 통한 이용자의 유인, 와이파이 스팟 검

색의 개선을 통한 탐색의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누어 전략을 세워볼 수 있었

다. 우리 소프트뱅크 팀의 경우 다른 팀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팀워크가 좋

아서 서로서로 이끌어주며 보완해주곤 했기 때문에 발표를 준비하는 데 있

어서 힘들지만 정말 즐겁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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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주간의 준비기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전 교육도 받을 수 있었

다. 프레젠테이션 관련 교육, Resume 교육, 일본사회에 대한 이해 등 크게 

세 가지의 교육으로 나눠볼 수 있겠다. 

먼저 GTP 홍콩 편을 다녀온 졸업생에게 프레젠테이션과 발표와 관련한 

교육을 3회 정도 받을 수 있었다. 발표 자료 디자인부터 발표자의 자세나 

발성 등에 대해서까지 지도해주실 뿐만 아니라 발표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스스로의 발표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고 어떤 점에서 강점을 가지는지 객

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Resume 교육은 설 연휴를 기점으로 

갑작스럽게 교육 일정이 조금 바뀌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메일로 첨

삭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 Resume의 경우 처음 써본 것이라 많이 부족했

지만 1차적으로 임유정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샘플을 보며 다시 한번 써본 

뒤 다시 메일 첨삭을 통해 수정을 받아보니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resume

를 써야 할지 감이 잡히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일본사회에 대한 이해는 교

브리지스톤을 나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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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일본 사회, 일본인의 특징이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하

는 기업의 조직문화 등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주셔서 발표를 준비하는 

데 있어 말투나 행동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각 팀의 뼈대가 잡히고부터는 두세 번 정도 멤버들끼

리 다 같이 모여 서로의 발표를 보며 피드백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피드백은 발표 내용 뿐만 아니라 발표 자료의 디자인, 발표자의 자세나 발

성, 말투나 표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

는 기회가 되었다. 

2. GTP 일본 편 현지 활동

내가 발표를 맡게 된 소프트뱅크는 일본에서 NTT Docomo, au KDDID

의 뒤를 이어 일본 통신사 순위 중 3위의 기업이다. 순위로 치면 3위이지

만 일본에서 애플사의 아이폰, 아이패드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 데

이터 ARPU의 증가율에서도 압도적이며 순증가입자가 4년 연속 1위를 나

타내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의 개와 그 가족들이 나오는 광고로 

유명하며 4년 연속 brand of the year에 선정되는 등 엄청난 성장세를 보

이고 있는 회사이다. 또한 탁월한 리더십과 재일교포 3세라는 점에서 한국

에서도 유명한 손정의 회장의 회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1위 업체 NTT 

Docomo에 비해 통화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개

선하기 위해 기지국을 증설하고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이용

량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와이파이 증설을 중심으로 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소프트뱅크의 발표는 둘째날이었기에 우리는 일본에 도착해 들뜰 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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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일정이 끝난 뒤 숙소에 모여 새벽까지 마지막 발표 준비를 했다. 열심

히 잘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마지막 점검을 하니까 왜 그렇게 헛점이 많아 

보이고 잘못한 부분들만 보이는 건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이렇게도 고쳐

보고, 저렇게도 고쳐보고. 대본 연습에 있어서도 잘만 얘기되던 한자 단어 

발음이 마구마구 꼬이기도 하고. 둘째날 이동하면서 지하철에 앉아서도 허

공을 응시하면서 입에서는 중얼중얼 대본을 읊어보다가 잠시 정신을 놓고 

멍해지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 당일날 우리 팀 멤버들은 교통 카드를 깜

빡하고 오거나, 지하철 개찰구에서 오류가 나는 등 하나씩 작은 해프닝이 

있었는데 내가 브리지스톤 견학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마지막을 장식했

다. 오늘 발표를 잘하기 위한 액땜이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소

프트뱅크로 향했다.

소프트뱅크에서의 발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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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뱅크가 위치한 시오도메는 마치 미래도시를 연상케 하는 고층 건

물과 그 건물들을 잇는 수많은 다리와 같은 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소프

트뱅크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젊은 회사라는 느낌으로 엄청 활기차서 

처음에는 순간 여기가 어딘지 잠시 넋을 놓기도 했다. 그렇지만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는 순간, 나를 3주간 조사하고 고민하게 만든 기업에 정말

로 와 있으며 곧 그 결과물을 발표해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긴장이 되

었다. 인사부에서 총 다섯 분이 우리의 발표를 지켜보셨다. 내가 발표의 스

타트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발표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긴장해서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 같다. 발표가 끝나고 관계자분들은 우

리의 발표에 대해 꽤나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었다. 마지막 어플리케이션이

나 홈페이지에서의 와이파이 스팟 탐색에 대해서는 당장이라도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얘기하셨고, 우리가 생각한 캠페인에도 좋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았다. 특히 멤버십 카드의 도입에 대해서는 무척 흥미가 있으신 듯 여

러 가지 질문들이 오고 갔다. 또한 코멘트 이외에도 우리 학생들과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 중 내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소프트뱅크

에서의 인턴십과 관련한 것이었다. 소프트뱅크에서는 아직까지 해외 인력

에 대한 인턴십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 인력에 대해서도 인턴십 자체가 존

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현재 일본 국내, 해외로부터의 우수 인재

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인턴십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번 

GTP에서 여러 기업들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일본에서 일하고자 하는 경

우 기본적인 일본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해외 취업의 경우 영

어가 주된 외국어로서 기능하지만 일본의 경우 일본어 능력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만을 요구하기도 하고 일본어로 업무

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회사마다 차이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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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어느 회사든지 일본어 능력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만은 확실했

다. 발표가 끝나고 우리는 사내 식당을 둘러볼 수 있었다. 보안이 엄격해 사

무 현장을 볼 수는 없었던 것이 좀 아쉬웠지만 식당에서 둘러본 주변의 경

치는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우리는 기업 탐방 이외에도 첫째 날 동경대 교수님으로부터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강의를 듣고, 둘째 날에는 미쓰비시 상사에 근무하

는 선배님 두 분과의 커리어 워크숍, 셋째 날에는 일본에서 일하고 계신 선

배님들과 함께한 동문의 밤 등의 행사를 가졌다. 이 중에서 미쓰비시 상사

에 근무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했던 커리어 워크숍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현재 일본에서 일하고 계신 선배님들이니만큼 기업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좀 더 얘기를 들

을 수 있었고 또한 일본에서 자리를 잡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많

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 정말 좋은 기회였다. 개인적으로는 상사에 근

무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선배님의 말씀이 더욱 귀기울이

게 되었다.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생각지 못했던 것은 일본의 경우 아직까

지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많이 남아 있어 관리직까지 승진이 어렵고, 일하

는 여성에게는 결코 좋은 사회라고만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

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기업들마다 어느 정도의 

일본어 실력과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곤 했지만, 실

질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선배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이기에 더욱 와 닿았던 

부분이었다. 선배님이 아니면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을 기회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선배님들과 함께한 커리어 워크숍은 일본 취업에 대해 고민

하고 있던 내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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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TP 일본 편을 다녀와서

GTP 일본 편은 나에게 많은 것들을 남겨주었다. 특히 사람과 도전정신

이 이번 GTP를 통해 가장 크게 얻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학년이 올라가고 대학생활에 익숙해질수록 예전과는 달리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각이 많

아질수록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

는 것들에 대해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다. 이번 GTP는 지원 과정에서부터 

온통 새로운 도전들이었다. 처음으로 영어 지원서를 써보고 외국어로 면접

을 보고 resume라는 것을 써보았다. 그리고 발표 준비에 있어서도 우리 전

공 특성상 실제 기업에 대해 리서치하고 발표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

에 기업에 대한 리서치, 그것도 외국 기업에 대한 리서치라는 게 정말 생소

하기만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멤버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기가 죽기도 했다. 그렇지만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컴퓨터 앞에 죽치고 

앉아서 하나하나 자료를 찾아 공부하고 고민하고 방향을 잡아나가면서 조

금씩 지식이 늘고 틀이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뿌듯했다. 도전을 통해

서 결과물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이렇게 즐겁다는 것을 정말 오랜만에 깨닫

게 된 것이다. 생각해보면 기세 좋게 소프트뱅크를 해보고 싶다고 나서긴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와이파이가 뭐예요?’라는 기본적

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한 내가 이제는 친구들에게 각 통신사별로 어떠한 기

술들에 중점을 두고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

을 정도가 되었다는 게 놀랍기만 하다. GTP가 아니었다면 이 뿌듯한 감정

을 느끼지 못한 채 대학 생활을 마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러한 뿌듯함은 함께 노력한 멤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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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달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다른 사

람의 일을 자기 일처럼, 혹은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고민하고 무슨 일이든 

열정적으로 달려드는 멤버들을 만났다는 것이 GTP 활동을 하면서 얻은 가

장 큰 수확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는 이번 GTP를 통해 얻은 것들을 바탕으로 좀 더 내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그 전까지

의 일본 취업과 관련한 고민들이 막연한 희망사항이었다면 이제는 해외 기

업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춰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고, 어떠

한 자질들을 갖추어야 할지,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GTP를 통해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던 장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기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활용할 수 있을

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볼 것이다.

GTP는 내가 처음에 기대한 것과 달리 단순히 외국에 나가서 기업에 대

한 체험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내게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 내

가 갖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무슨 일에든 

열정적이고 다양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멤버들을 보며 자극받을 수 있

다. 나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멋진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

게 고민하고, 어떤 일이든지 부딪쳐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GTP를 정말 적극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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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일본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2009년 2학기, 학교에 막 복학을 한 나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어색했

다. 특히나 복학생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하지

만 친구들보다 군대를 비교적 빠른 시기에 간 나였기에 복학하여 같이 의

논하고 고민할 친구들도 없었다. 그랬던 나에게 학교의 경력개발센터는 큰 

힘이 되었다. 개인 진로 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으며, 학교에 학생들의 경력 관리 및 진로 결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경력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내가 할 만한 프로그램 및 인턴 등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GTP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사실, 처음 GTP를 

알았을 때는 외국 기업을 탐방하고 해외 인턴십을 얻는 것이 나에게는 너

무도 멀게 느껴졌다. 다른 외국어는 물론, 영어에도 자신이 없었기에 해외

로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순

GTP 일본 편을 다녀와서
민헌기 (산업공학과 06학번)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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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GTP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나도 외국어에 뛰어난 능력이 있었으면 

도전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정도로만 생각하며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2010년 2학기 어느 날엔가, 학교에서 과 후배와 차를 마시다가 우연히 동

아리 누나를 만나게 되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참 고맙고 다행스럽게도, 두 

사람은 GTP 싱가폴 편을 같이 한 사이라고 하였다. 덕분에 두 사람은 나

에게 GTP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소개를 해주었으며, GTP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히 ‘외국어 실력’이 아닌 ‘열정과 의지’라고 격려를 해주

었다.

사실 그때 GTP에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GTP 중에서도 어느 나

라에 가는지 또 어떤 주제를 갖고 가는지가 걱정이 되었다. 나의 진로 분

야로 IT 혹은 무역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이라 그 산업분야가 아니

라면 부담스러울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일단 방학은 시작을 하였고, 마냥 

GTP만을 기다릴 수 없었기에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GTP와 취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GTP 모집 시작을 알리는 글을 보게 되었고, 글을 

확인했을 때 내 몸에서 전율이 흘렀다. ‘GTP Japan – 첨단과학기술 편’.

지원 과정

GTP 지원은 예상보단 손 쉬운 듯했으나 생각보다는 까다로웠다고 말

할 수 있다. 지원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경력 사항에 쓸 내용이 너무도 없었

다는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3가지 질문에 대해서 essay 형식으로 답을 해

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 특히나 나는 일본 편에 지원을 하면서도 일

어를 전혀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영어를 더욱 잘해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한글로 글을 썼다가 고치기를 몇 번이나 하고, 또 영어로 번역을 했

다가 고치고 첨삭 받고 등의 준비를 하며, 2주간의 시간이 흘렀다. 아니, 사

실 마감 날짜가 다 되어서 2주밖에 신경 쓰지 못하고 다급히 지원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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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편이 맞겠다.

겉으로는 덤덤한 척했지만, 사실 속으론 많이 안절부절하며 며칠이 지났

을까, 다행히도 1차 서류 전형에는 합격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사실, 그

때엔 기쁨보다는 부담이 앞섰다. 이제 영어 인터뷰다. 드디어 나의 실체를 

밝혀야 되는 순간이구나. 친구들과 스키장에 가기로 한 약속까지 취소를 

하고 며칠 동안 영어 인터뷰를 준비하였다. 여러 가지 예상 질문을 만들어 

대답을 하고, 또 보완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다. ‘과연 이렇게 잘 준비

를 해서, 교수 앞에서 연기를 훌륭히 해낸다고 치자. 그렇게 합격하고 일본

에 가서 일본의 회사에서 잘 할 수 있을까? 내 실력이 계속 연기 안에서 숨

겨질 수 있을까?’ 결국, 모든 준비를 버리고, 내가 가진 특유의 자신감과 열

정으로 면접을 보기로 다짐하였다. 그래도 KATUSA였으며, 서울대 학생대

사 SSA의 임원을 지낸 영어 실력을 믿기로 하였으며, 공학도로써 이번 첨

단과학기술 편에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강하게 내세우기로 마음을 먹고 면

접 장소로 향하였다.

막상 면접 장소에 가니 다들 풍기는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다. 다들 일

본어 면접도 준비하고 있었으며, 영어는 말할 것도 없이 잘하는 분위기였

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담담한 척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말

을 걸어왔다. 왠지 말이 잘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다. 면접은 

3~4명이 같이 들어가는 방식이었는데, 나와 대화를 나누던 사람과 같은 조

에 속하게 되었다. 덕분에 긴장도 많이 풀렸으며 왠지 모를 든든함까지 생

겼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신 없게 면접을 봤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

은 얘기는 모두 다 했다라는 안도감은 들었다. 같이 면접을 본 사람과 마저 

얘기를 나누고 번호 교환 없이 헤어졌다. 혹시나 둘 중에 하나만 붙거나 둘 

다 안 붙으면 어색해질 사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고, 영어 학원에 있던 중에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렇지. 문득 나와 면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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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들어갔던 사람이 궁금해졌다. 며칠 후면 알게 되리라. 드디어 GTP 첫 

모임 날짜가 되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임 장소로 향했다. 그 사람도 있었

다. 서로 반갑게 악수를 했다. 그 사람은 후에 나와 같이 SONY에서 발표를 

하고, 일본에서 방까지 같이 쓰게 된 택진이 형이었다.

사전 교육

사전 교육 및 준비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빡빡하게 진행되었다. PPT

를 효과적으로 만들고 발표를 더욱 유연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수업이 여

러 차례 있었고, 영문 이력서를 쓰고 수정을 받는 시간 등이 있었다. 단순히 

GTP 만을 위한 수업이기보다는 나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수업이라는 생

각이 들어 더욱 열심히 들었던 것 같다. 또한 우리를 일본에서 담당해주시

는 교수님께서 일본의 문화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셨다. 가까운 옆 나라 

일본이지만, 역시 많이 다르며 많이 이해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사전 교육보다는 발표 준비에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단순히 학교에서 하는 발표를 뛰어넘어, 한국, 서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이 

일본, 아니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회사에서 인턴십 및 채용의 기회를 얻기 

위한 발표를 해야 했기에 많은 공을 들여야 했다. 다들 설날에도 제대로 쉬

지 못하며, 많은 자료와 책들 속에서 씨름을 하며 리포트를 쓰고 PPT를 만

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각 조에서 훌륭한 수준의 PPT가 완성되었

으며, 각각 영어 혹은 일어로 발표할 준비까지 돼 가면서 우리는 일본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안 올 것 같던 시간이 왔다. 일본으로 떠

나는 날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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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TP 일본 편 현지 활동

회사 소개

내가 PPT 발표를 했던 회사는 SONY로 누구나 알 만한 일본의 유명한 

IT 기업이다. 현재에는 예전의 그 명성을 많이 잃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세

계에서 주목을 받는 대단한 그룹이다. SONY는 다른 IT 회사와는 다르게 

전자 산업 외에도 영화, 음악, 게임 등의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분야에

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나는 그러한 점이 앞으로 ‘문화의 시대’를 이

끌어갈 SONY의 강력한 장점이라고 생각되어 발표 회사를 SONY로 정하

였다.

사실, 그래도 SONY는 IT 업계에서 조금은 기울어가는 회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나 또한 그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막

상 SONY에 견학을 가서 그들의 최신 기술에 대해 소개를 받고 또 임원에게

서 그들의 발표를 들었을 때, 그러한 생각은 모두 없어졌다. 오히려 SONY가 

앞으로 IT 업계의 한 축을 이끌어갈 회사라는 인상을 강력하게 받았다. 사실, 

SONY 전까지 방문했던 일본의 IT 회사에서는 그다지 큰 인상을 받지 못했

던 터라, SONY에서 인상을 받은 것이 더욱 놀라웠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SONY가 나에게 준 메시지는 아직도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는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는다. 우리는 SONY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뿐이

다. 그것은 우리의 고객을 즐겁게 Entertain 하는 것이다. 그것이 여태까지 

SONY가 해온 것이며, 또 앞으로 SONY가 해 나아갈 것이다.”

인턴십, 채용 과정

사실 SONY는 우리가 일본으로 떠나기 앞서, 우리에게 인턴십 및 채

용의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공지를 하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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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를 감동시켜서 그러한 생각을 바꾸도록 할 것이라는 다짐으로 발표

를 준비하였다.

우리의 발표 주제는 ‘SONY가 NGP(Next Generation Portable; PSP2)

를 Portable Network Device로 Positioning을 하여, Glocalization된 

Contents와 Environment를 구축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사실 주제가 

구체적이고 명료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주제였다. 그러나 우리

는 우리의 현실적인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생으로써 최대한 창의적

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IT 업계에서 떠오르는 최신 Issue들을 폭 넓게 수

용하여 발표하기로 하여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일단, 첫째로 우리 스

스로 해당 업계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고, 둘째로는 

다양한 과에서 온 학생들이 모인 집단인 만큼, 단순히 공학적 기술 혹은 경

영학적 틀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IT 업계를 그려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SONY에서 발표를 하는 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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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리의 전략은 잘 맞아 떨어지며 SONY의 임원들에게 큰 호평을 

이끌어내었다. 그들은 우리가 조사한 자료와 또 그를 바탕으로 예측한 미

래가 SONY가 현재 그리고 있는 큰 그림과 비슷하다고 연신 칭찬을 해주

었다. 나중에 교수님을 통해 들은 말이, ‘SONY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발표

의 기회를 준 것은 처음이었으며, 만약 일본 학생들에게 이러한 발표를 시

켰다면 단순히 작은 상품 하나를 주제로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텐

데, 한국 학생들은 예상 외로 SONY의 큰 그림을 보고 당당한 자세로 미래

를 제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SONY의 임원이 평가했다고 하였

다. 비록, 인턴십 및 채용이라는 결과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SONY의 임원들 앞에서 한국을, 서울대를 대표하여 당당하게 발표를 하고 

그들의 인식을 바꾸어 놨다는 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다.

국가 소개

일본, 가깝고도 먼, 비슷하지만 너무도 다른 이웃나라. 참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나라이다. 개인적으로

는 과거 역사에 대한 언급은 하고 싶지 않다. 물론, 깨끗하고 확실하게 청

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앞으

로의 미래를 그려가야 하는 점이 더 와 닿았기 때문이다. 일본인은 대체적

으로 보수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과거 거품 경제의 영향인 탓도 클 

것이며, 그것이 일본의 문화라는 생각도 들었다. 개인의 시간과 공간이 절

대적으로 보호받으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극도로 삼가는 일본의 

문화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삭막한 관계라는 생각도 들

었다.

IT 업계를 이끌어 가고 싶은 공학도이자 미래의 경영자를 꿈꾸는 나로써

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형성해 나아갈 그림에 대해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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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장 가까운 나라이자, 시차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의 

입장에서 앞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된

다. 서울-부산 거리보다, 도쿄-후쿠오카 거리보다, 부산-후쿠오카 거리가 

훨씬 짧으며, 심지어 차가 막히는 저녁 시간에는 개화동에서 압구정으로 

차 타고 오는 시간보다 후쿠오카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이 훨씬 짧게 

걸리는 시대이다. 더 이상 ‘일본 여행’은 ‘해외 여행’이라 부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 것이다. 조금만 무리하면 당일치기로 도쿄에서 쇼핑을 하고 올 

시대가 된 것이다. 마치, 서울에서 안동의 고등어를 홈쇼핑을 통해 주문을 

하듯, 서울에서 도쿄의 여러 상품을 홈쇼핑을 통해 주문을 하고 또 하루 만

에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환율, 물가 문제

가 안정이 되고, 비행기 운행을 좀 더 정기적으로 하여 비행기 값을 안정화

시킨다면,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통신망을 좀 더 자유롭게 열어 놓는다면, 

더 이상 한국과 일본은 ‘남’이 아니다. 서울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업차 도쿄

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일본 온천에서 하루 잔 뒤에 첫 비행기로 건너와 출근

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일본은 더 이상 ‘외국’이 

아니다. 하나의 ‘시장’이자 ‘기회’인 것이다.

커리어 특강, 현지 특강 및 동문과의 만남

일본에서 진행된 여러 특강과 동문 선배님들과의 만남의 자리는 이번 

GTP를 더욱 알차게 해주었다. 기업 방문을 통해 보고 듣는 경험보다 더욱 

살갑게 다가오는 자리였으며, 무엇보다 모교의 선배들이 일본 현지에서 활

발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며 더욱 힘이 나고 분발을 해야 겠다고 다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나 미쓰비시 상사에서 근무하시는 선배님

들과의 자리가 기억에 많이 남았다. 일본에 오기 전까지 IT와 무역 업계에 

관심이 많던 나에게, 그 동안 방문하고 공부한 회사의 업계가 IT쪽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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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라, 미쓰비시 상사의 선배님들께 무역, 상사 업계에 대해 많은 것을 여쭙

고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단순히 지식과 관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3. GTP 일본 편을 다녀와서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GTP에 지원하기 앞서, 단순히 해외 여행 혹은 인턴십의 경험을 해보자

는 목표가 아닌,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분야의 산업을 찾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된다. 나의 경우 운이 좋게도 GTP 첨단과학기술 편이었던 점

에다가 미쓰비시 상사 선배님들과의 시간을 통해 그 동안 관심이 있었던 

IT와 무역 업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GTP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 GTP 지원에 앞서 먼저 자신이 진출하고 싶은 분

야를 정하고 GTP의 주제와 비교를 한 뒤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며 또 자신

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지면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외국어 능력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물론, GTP

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신감

과 열정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나와 같은 공대 학생

의 경우, 인문, 사회대 학생들에 비해 외국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아무래도 노출이 적고, 전공 수업이 많다 보니 외국어를 배울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공대 학생은 기술을 잘 알고 있으며 많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팀 활동 및 발표의 경험이 많은 것이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한

다. 단순히 GTP에 합격하는 것을 넘어, 해당 국가의 기업에 발표를 하는 준

비 과정에서 무엇보다 다양한 경험과 체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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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학생에 비해 전공 프로젝트가 많은 공대 학생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GTP를 통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 및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된 점

GTP를 통해, 내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성

취감을 느끼는지 알 수 있었다. IT와 무역을 고민하던 나에게, 다양한 경험

을 통해 내가 진정 원하는 분야가 IT 쪽이며, 단순히 IT가 아닌 나아가서 

Mobile 쪽에서 Network-Software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음을 알게 되었

다. 단순히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가 나의 미래 진로로 결정된 시간이었다. 

물론, 아직은 명확하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전보다 더욱 좁은 분야로 

내 진로가 정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학부 졸업을 1년 앞둔 나에

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방학을 보내게 해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내

가 앞으로 어떠한 점이 부족하고 또 이를 보완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 알 수 있게 해준 경험이다.

일본 호텔에서 일탈(?)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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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소득이 있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GTP를 준비하는 약  

한 달간, 그리고 GTP 현지에서 활동을 한 5일 동안, 짧았다면 짧았고 길었

다면 길었던 시간 동안 너무도 정이 많이 들었다. 한 달간 준비하는 동안, 

정말 설날 명절도 잊고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며 또 어쩔 때는 발표 준비에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피곤한데 쉬지도 못해서 서로 위로하기도 하

면서 우리는 서로의 이런저런 모습을 많이 봐야만 했다. 그렇게 정말 일본

으로 떠나는 날이 올지 안 올지 걱정하며 정신 없게 발표 준비를 하다 보

니, 결국 일본으로 가기 전날, 우리는 서로 믿기지 않는다는 문자를 보내며 

설렘을 공유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4박 5일. 정말, 동고동락이라는 말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아니, 그 표현을 넘어서서, 우리는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를 챙겨가며 현장 활동을 알차게 하였다. GTP가 끝나고 나서도, 모두

가 마음에 허전함을 느껴 하루가 멀다 하고 모이고, 또 모이고, MT도 가고 

하면서, 그 아쉬움을 달래었다.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의 우정이 GTP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함께 지속한다는 것을. 너무도 소중해서 

아련한 추억으로 남은 기억은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향후 계획

이번 GTP를 통해 내가 결심한 다짐은, 아이러니하게도, 대학원에 진학

해야 겠다는 것이다. 본래 GTP의 목적이 해외 기업 탐방 및 인턴십, 채용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상할 수 있는 다짐이다. 하지

만 나는 SONY에 가서 발표를 하기 위해, 부족한 지식 및 정보를 넘어서기 

위해 공부를 하고 또 자료를 뒤지면서 더욱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느

꼈다. 특히나, GTP 팀의 몇 안 되는 공대생으로써 팀원들에게 기술에 대해 

설명을 할 때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며, 남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정도

의 지식을 갖고, 그 업계에 진출하여 성공을 이루겠다고 하는 나의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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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워졌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대학원에 진학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였으며, 단순히 취직을 미루거나 피하는 것이 아닌, 내가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경험을 더해야 하는지 확실히 다짐하게 되었다.

단 한 가지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번 GTP의 경험은 나의 

인생에 어떠한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이 

긍정적인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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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일본 편을 준비하며

GTP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것은 막 취직으로 진로를 결심한 3학년 초 무

렵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해외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다거나 해외 취

직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기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만 학교

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는 정도로 인식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3학년 2학기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오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일본에서 1학기 

동안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해외에서 관광이 아닌 ‘생활’

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진로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일본어도 생

활 회화가 가능할 정도로 늘고 의외로 일본 생활이 잘 맞아 졸업 후에도 일

본 쪽으로 진로를 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나는 

일본 취직이라는 꿈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와 계속 일어 공부를 하며 기회

를 찾고 있었다. 이 때 GTP 일본 편을 알게 되어 고민 없이 지원하게 됐다. 

GTP에 먼저 서류 지원을 하고 난 뒤, 면접 안내 전화를 받았다. 어떤 질

문을 받을까 긴장하면서도 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면접을 보러 갔다. 대

SoftBank를 탐방하고
신혜은 (정치외교학부 07학번)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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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실에 앉은 여러 학생들을 보면서 갑자기 긴장감이 더해졌다. 나 이외에

도 일본에 관심을 갖고, 혹은 해외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

는 것을 새삼 깨닫고서 다시 한 번 긴장하게 된 것이다. 4개의 조로 이루어

진 면접 조에서 나는 마지막 4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면접장으로 

들어갈 때는 대기실에 이미 먼저 면접을 끝낸 학생들이 돌아간 후였다. 약

간은 쓸쓸한 마음으로 면접장에 들어가니 교수님 한 분이 계셨고 교수님도 

긴 면접시간에 지치신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서인지 예상보다 질문은 간단

했다. GTP 프로그램에 지원한 이유, 그리고 일본에 취직을 할 생각이 있는

지, 생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가고 싶은 기업이 있는지 등 교수님께서는 

각 후보 학생들의 진로가 GTP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학

생의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살피시는 듯했다. 이미 취직으로 진로를 결정

하고 일본에 취직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있던 나에게는 크게 무리 없는 

질문들이 이어졌고, 면접이 끝난 다음날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처음에는 GTP 프로그램이 해외기업 탐방과 발표의 기회를 주고 개별 면

접을 주선해주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오리엔테이션 참석 후 알게 

된 것은 GTP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이 기업에 가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학생 스스로가 길을 개척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참가 학생 스스로가 얼마나 공을 들여 발표

를 준비하는지, 또 발표 기업에서 기회를 잡고 싶은 의지가 얼마나 되는지

에 따라 발표의 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향후 인턴십 여부도 얼마든지 유

동적임을 깨달았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표를 듣는 기업의 의사

이지만 말이다. 아무리 학생들이 열심히 발표를 준비해도 기업 입장에서 

인턴십을 주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어쩌면 허무할 지도 모르는 기회였

다. 이러한 리스크를 알면서도 일단 나는 열심히 준비해보기로 했다. 

   GTP 일본 편에 선발된 학생은 12명으로 그 중 2명은 예비로서 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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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 가는 학생은 10명이었다. 일본어가 가능한 학생은 5명으로 발표 또한 

일어로 준비했고 나머지 5명은 영어로 발표를 준비했다. 소니, 소프트뱅크, 

후지쯔, 히타치, 닛코 코디아르 증권 중에서 원하는 기업을 택해 발표 조가 

만들어졌고 그 때부터 약 3주간의 기간 동안 발표 준비와 사전 교육이 이

루어졌다. 사전 교육은 크게 발표 연습, 일본 사회 이해로 이루어졌다. 발표 

연습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 교육은 받는 것이었는데, 이 분도 서울대를 졸

업하고 GTP 홍콩 편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분이어서 발표 코칭 이외의 여

러 도움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총 세 번에 걸쳐 발표 코칭을 받았는

데 이론 수업 한 번, 실제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받는 수업이 두 번이었다. 

자신에 맞는 발표 스타일을 알아보고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발표 요

령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수업이었다. 발표 때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 

나중에 직접 볼 수 있었는데 스스로의 발표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일 뿐더

러 굉장히 민망한 경험이었다. 그렇지만 스스로 발표 당시에는 느끼지 못

했던 보기 안 좋은 습관 등을 가장 빠르게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었기에 도

움이 되었다. 발표 연습이 계속되면서 점점 각자의 발표 스타일이 뚜렷해

지고 지적 받았던 모습들이 개선되는 것이 눈에 띄었다. 발표뿐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을 전달하려고 하는 바를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깔끔하고 명

확하게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발표 수업 이

외에도 교수님의 교육이 있었는데, 이 때 교수님께서는 일본 사회에 대한 

기초 교육을 해주셨다. 교수님께서는 일본인의 특성, 일본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시며 우리가 직접 일본 기업에 가서 발표를 하고 나

아가서 일본 사회에 적응을 하고자 할 때의 주의점을 상기시켜 주셨다.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각 조는 각자 발표 주제를 정하고 PPT를 만드는 

등 발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나는 소프트뱅크 팀이었는데 우리 

조는 발표 주제를 정할 때 기술과 마케팅의 기로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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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프트뱅크의 구성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모바일 통신 부분에서 

와이파이, 팸토셀, LTE 등 여러 흐름이 있는데 그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지 아니면 이미 와이파이 중심으로 기로를 정한 소프트뱅크에 적합한 마케

팅 전략을 제시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했다. 기술 부분을 논의하고 싶기

도 했으나 발표 준비 시간도 짧을 뿐더러 아직 전반적인 업계 동향이 어떻

게 변할지 예측하기 힘든 탓에 마케팅 전략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그래

서 결국 와이파이 구축 과정에서 소프트뱅크가 더욱 인지도를 얻고 멤버

십 카드 도입 등을 통해 고객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얻도록 하며 현재의 와

이파이 스팟 검색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발표 방향을 잡았다. 

총 세 명의 조원 모두 통신 쪽에 특별히 이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각자 많은 공부가 필요했다. 소프트뱅크라는 기업에 쓸모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느 순간 마치 정말 직원이라도 

된 듯 열심히 자료를 찾고 서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좋은 안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조는 모두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했고 그 누

구 하나 게으름 피지 않고 열정적으로 준비에 임해서 더욱 준비 과정이 힘

들면서도 재미있었던 것 같다. 특히 소프트뱅크의 경우 아이폰, 아이패드 

독점 공급을 계기로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에 발표를 준비하는 입장에

서도 제안할 거리가 많고 성장세를 타는 기업의 에너지를 함께 느낄 수 있

어서 더욱 즐거웠다.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본인이 준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발표 내용까지도 신경 쓰며 GTP 모두가 하나가 되어 발표를 준비했다. 매

번 함께 모여서 발표 연습을 하며 서로 거침없이 비판하면서도 칭찬도 아

끼지 않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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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TP 일본 편 현지 활동

3주간의 교육, 발표 준비 시기를 거쳐 드디어 일본으로 출발! 4박 5일의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른 새벽에 집에서 나서 오전 일찍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 동안 준비했던 것을 모두 발휘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저 일본에 왔다는 사실에 신이 났다. 

이 시간 이래로 펼쳐질 강행군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첫째 날 후지쯔의 발표가 성공리에 끝난 밤, 소프트뱅크 팀은 늦은 시간

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두 번째 날 소프트뱅크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

다. 세 명의 조원이 모여 새벽 2시가 넘는 시간까지 발표 연습과 대본 점검, 

PPT 수정까지 정말 마지막 잠드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드디

어 둘째 날이 밝아 소프트뱅크에 가게 됐을 때, 가는 길 내내 전철에서 계

속 머리 속으로 발표 시뮬레이션을 하며 마지막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

했다. 

막 도착하여 들떠 있는 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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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본사는 도쿄 시오도메에 위치해 있다. 시오도메는 1995년 

‘시오도메 시오사이토’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재개발이 진행되어 2006

년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들어선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른 곳이다. 그 만큼 

지은 지 얼마 안 된 듯한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는 세련된 곳이었다. 소프

트뱅크의 본사 역시 그러한 건물 중 하나로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성장하

고 있는 기업의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당할 뻔했다. 출입증을 건네 받고 우

리가 발표할 세미나실로 가면서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른다. 발표를 

앞둔 긴장감도 있었지만 그 동안 준비해온 발표의 주인공인 기업에 직접 

와있다는 사실의 설렘도 심장을 뛰게 했다. 게다가 생각보다 소프트뱅크 

건물의 디자인과 분위기가 맘에 드는 바람에 더욱 신이 났었던 것 같다. 

 잠시 소프트뱅크를 소개하자면 일본 제3위의 통신 회사로서 우리나라

로 치자면 KT에 비교해볼 수 있는 회사다. 일본에는 크게 3개의 통신 회사

가 있는데 그 중에 소프트뱅크는 절대적 순위로는 3위지만 상승세, 즉 순증

가입자에서는 압도적 1위를 달리며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장세의 

가장 큰 동력으로는 아이폰, 아이패드의 독점 공급 통신사라는 것이 있다. 

이를 발판으로 성장의 기조를 만들었으며 세련되고 코믹한 CF로 기업 이

미지를 잘 다져나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1위 통신업체 NTT도꼬

모에 비해 떨어지는 통화 품질이 큰 약점이다. 이에 대해 소프트뱅크는 ‘전

파 개선 선언’을 통해 기지국 증설, 와이파이 증설 등을 내세워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일교포인 손정의 사장으로 더 유명한 회사

이기도 하다. KT 역시 와이파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아이폰의 독점 

공급으로 급성장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소프트뱅크와 비교할 거리가 많은 

기업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팀의 전략에서도 KT를 토대로 생각해

본 것들이 있었다.  

다시 발표 얘기로 돌아오자. 발표할 세미나실에 들어서자 인사부에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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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시니어, 그리고 주니어 사원으로 보이는 세 명의 사원이 있었다. 발표

가 시작되고 도입과 첫 번째 전략에 대한 발표가 끝나고 내 차례가 와 멤버

십 카드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개선과 어플리케이션 

개발 제안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다. 소프트뱅크 인사부 분들

의 반응이 꽤 좋았다. 생각지 못했던 홈페이지의 문제점 등은 지금 당장이

라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제시했던 여러 이벤트 제안 등이 좋은 

인상을 준 듯했다. 그리고 나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는데 소프트뱅크 측

에서는 우리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 소프트뱅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소프트뱅크의 이미지나 인지도 등을 더욱 궁금해하는 듯했다. 학생들이 

각자 갖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가 오간 뒤 발표 시간

은 마무리되었다. 

소프트뱅크에서 발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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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가 마무리된 뒤, 사내 식당을 둘러볼 수 있었다. 통신/IT 기업인 관

계로 사무실은 보안상 둘러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고층에 위치한 사내식당

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쿄의 풍경으로 아쉬움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그 좋

은 풍경을 사무실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프트뱅크 직원들이 부러

워질 지경이었다. 아쉽지만 소프트뱅크는 인턴십을 국내 기업처럼 활발히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팀에게 오퍼가 올 가능성은 낮았지만 

외국인에게도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또 

잠깐이지만 경험해 본 소프트뱅크의 분위기는 성장하는 기업임을 알 수 있

듯 활기찼고 또한 직원들의 복장도 자유로운 편이어서 통신 기업의 자유로

움을 느낄 수 있었다. 

발표 후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미쯔비시 상사에 근무하시는 선배님과 함

께 식사하는 기회가 있었다. 또 세 번째 날에는 일본에서 활약하고 계신 선

배님들과 동문회를 가졌는데, 두 기회 모두 선배님들로부터 좋은 말씀 들

을 수 있어 좋았다. 주로 일본의 기업 문화에 대해 살아있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일본과 한국의 기업 문화가 큰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본의 특성이 절묘하게 기업 문화

에 녹아 있는 경우도 있었고, 이것이 한국인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 답답할 

수도 있는 특징이 될 수도 있었다. 한국인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일본

인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부터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 등 여러 면에

서 차이가 있었고 또 그것이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특징이기 

때문에 더욱 내 성향을 파악해서 일본에서 정말 취직해서 큰 불만 없이 지

낼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겠다고 느꼈다. 특히 인상적인 이야기로는 최근 

몇 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선배님들의 말씀이었

다. 한류와 맞물리는 인식의 변화인 듯하여 새삼 한류의 힘을 느낄 수 있었

다. 이렇게 식사와 함께 맛있는 일본 맥주를 마시며 이 기회가 아니면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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뵙기 힘든 선배님들로부터 살아있는 경험담과 충고, 조언을 들을 수 있어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다. 

3. 일본 편을 다녀와서

정신 없이 4박 5일이 흘러 GTP 일본 편이 마무리되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니 더욱 바빠졌다. 일본에서 만났던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메일도 보내

고 채용 과정에 대한 질문도 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게 됐

기 때문이다. GTP를 가기 전과 다녀온 후의 나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한 

달이라는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나 함께 뜨거운 

열정으로 발표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덕분에 더욱 열정적으로 삶을 대하는 

자세를 다시 한 번 배울 수 있었다. 

GTP를 통해 내가 얻은 것은 크게 사람, 고민이다. 

사람은 GTP 일본 편에 지원해서 함께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발

표 준비를 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누구보다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친구들

이다. 대학 졸업까지 한 학기만을 남겨둔 나로서는 이런 친구들을 졸업 전

에 만나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다들 당차고 열정적이고 배울 

점이 많은 친구들이라 이런 친구들과 함께 GTP를 준비했다는 것이 참으로 

좋은 기억이 될 것 같다. 

또한 고민으로는 이전까지는 일본에서의 교환학생 경험으로만 취직을 

생각했던 나였는데 직접 여러 기업을 방문하고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보며 

기업의 정보를 얻고 선배님들로부터 일본 기업 문화에 대해 들으면서 현실

적으로 내가 정말 커리어를 일본에서 시작해도 될지, 혹은 일본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사실 이 고민은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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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될 것이겠지만 말이다.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으로 잠시 머

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며 일본 내에서 급료를 받고 정말 산다는 것

을 내가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특징을 지키면서도 일본 

사회에 적응해서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안고 돌아온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이 고민이 향후 내가 일본

에서 취직을 해서도, 혹은 일본이 아닌 그 어느 곳에서 취직을 하게 되더라

도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GTP를 통해 해외 취업이 먼 꿈으로서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가까이, 손

에 잡을 수 있는 목표가 된 것 같아 정말 지원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어떤 것을 더 준비해야 할지, 즉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깨달을 

수 있었고 더욱 해외 취업 정보 면에서도 앞설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고 생

각한다. 이번 기회에 방문했던 기업들에 정말 원서를 쓸 생각도 갖게 되면

서 이럴 때 GTP에 참여했다는 것이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앞으로 일어 공부에 더 매진하고 인사담당자들과 교류하면서 채용 절

차를 잘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도전을 해 볼 생각이다. 이전까지는 막연히 

꿈꾸던 취업을 GTP를 통해 정보를 얻고 고민거리를 얻어옴으로써 구체적

으로 취업을 향해 나서볼 수 있게 되었다. 졸업까지 한 학기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꾸준히 원서도 넣어보고 GTP 때 방문했던 기업 이외에도 여러 

흥미를 끄는 일본 기업을 찾아볼 생각이다. 

GTP에 지원하려고 한다면 자신이 그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얻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GTP가 인턴십을 꼭 주는 프로그램

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하고 인턴십을 얻지 못하더라도 흥미를 갖

고 있던 기업에 가는 기회를 얻고 싶다든지, 적극적으로 채용 담당자와 이

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목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저 커리어 하나를 더 쌓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원한다면 오히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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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낭비가 될지도 모르겠다. 별 목표 없이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열심히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애매한 자세로 임하게 된다

면 다른 팀원들에게 폐를 끼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원하는 바를 명확

히 하고 그것이 GTP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저 없이 

지원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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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일본 편을 준비하면서

지원 동기

군대를 제대한 뒤 복학하고 허둥지둥 학교를 다니다 보니 어느덧 3학

년 겨울방학이 되었다. 이번 겨울방학만 지나면 4학년, 즉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인데…. 취업을 위해 인턴을 하고 교환학생 또는 어학연수를 다

녀오는 친구들을 보면서 불안감만 생기던 찰나 학교에 걸려 있는 ‘Global 

Talent Program 일본’이라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 

단순히 일본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4박 5일 동안 일본의 첨단기업에 방

문하여 임원진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이를 위해 약 3주간 경력개발센터에

서 발표 피드백, 영문 이력서 특강, 일본 문화 특강 등 다양한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번 GTP 일본에 선발된다면 다른 똑똑한 친구들과 

약 3주간 영문 이력서, 발표 첨삭 등의 교육을 받고 실제로 일본에 가서 4

박 5일 동안 임원진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기회가 된다면 인턴십의 기회도 

얻는 1석 3조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2011 GTP 활동보고서
안태진 (경영학과 06학번)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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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과정

GTP 일본 편 지원 과정은 크게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으로 나뉜다. 먼

저 1차 서류전형에서는 영문으로 application form, 자기소개서 및 지원 

동기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중 선발된 2배수는 2차 면접에서 지원자 3

명이 교수님과 영어 혹은 일본어로 약 10분간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먼저 1차 서류전형 준비는 아무래도 영어로 작성하는 서류다 보니 

먼저 내가 작성을 하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첨삭을 받는 

식으로 준비를 하였다. 1차 합격 공지가 난 지 약 이틀 뒤에 면접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부랴부랴 지원 동기 및 관심이 있

는 일본 기업, 일본에 대해 공부를 하고 영어로 발표할 준비를 하였다. 

사전 교육

이번 GTP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전 교육이

었다. 사전 교육은 크게 Presentation 준비에 대한 3주 교육, 영문 이력

서 작성 및 면접 준비 교육,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로 나뉘어졌다. 먼저 

Presentation 준비에 대해서 3주간 교육을 받았는데 외부 전문 발표 컨설

팅 업체에서 와서 설문지를 통해 개인별 발표유형을 첨삭해주고 2주차, 3

주차 때 준비된 PPT로 발표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녹화해주면서 각 개인의 

발표 스타일에 맞는 발표 방식을 음성, 제스처, 움직임 등 세부 항목별로 작

성하여 피드백을 해주었다. 영문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 교육은 월스트

리트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외국인 전문 강사가 와서 개인별로 일일이 

영문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에 대해 약 2시간 정도 특강을 해주

었다. 솔직히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지 이력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없던 나

로서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일본 문화 교육은 일본에서 다년간 공

부를 하셨던 우리 지도교수님께서 직접 일본 문화, 일본 기업, 일본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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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시간 동안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교수님의 경험을 통한 내용이어서 

단순히 책에서 배울 수 없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인과 우리의 문화 차이 및 

일본에서 인턴십,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

해 자세히 알려주셨다.   

2. GTP 일본 편 현지 활동

회사 소개 

나는 전기공학부 고재경, 법학부 이자영 학생과 일본 후지쯔(FUJITSU)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였다. 발표 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 후지쯔라는 기

업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우리는 상당히 놀랐다.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단

순히 후지쯔 LIFE BOOK이라는 노트북만 파는 회사로 알려져 있으나 실

제로 조사해보니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매출액을 올리는 회사였다. 

2009년 기준 일본 내에서 Internet Communication Technology 1위, PC 

판매 2위, 휴대폰 판매 3위, 전세계 Internet Communication Technology 

3위에 연 매출 50조 원이 넘는 커다란 회사이다. Annual Report에 따르

면 회사의 사업분야는 server, system platform을 다루는 Technology 

Solutions, PC, 휴대전화, 광학 전송기를 다루는 Ubiquitous Product 

Solutions, LSI 장치나 반도체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Device 

Solutions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분야의 매출액은 순서대로 62.6%, 

18.4%, 11%로 Technology Solutions 파트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허나 후지쯔의 한 가지 커다란 단점은 바로 회사 총 매출의 약 72%가 일

본에서 나온다는 것이다(무려 나머지 전세계 70개국에서 매출액이 28%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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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 내 후지쯔의 위상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 일본 내수 시장이 불황에 처하

게 된다면 후지쯔는 바로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도 2011년 매출액의 40%를 해외에서 내겠다는 

목표를 걸고 회사를 운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국에도 한국 후지쯔

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유통업, 병원 등의 IT 컨설팅을 주요 사업모

델로 삼고 매출을 내고 있었다. (놀라웠던 것은 우리 서울대 학생들이 매일 사

용하고 있는 포털 http://portal.snu.ac.kr 마이스누 웹사이트 서버 구축을 한국 후

지쯔와 중앙전산원이 협력해서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는 아무래도 한

국에서 온 대학생들이기에 후지쯔가 한국에서 어떤 사업분야에 진출하면 

매출을 극대화시켜서 후지쯔의 모토인 해외 매출액 40%에 기여할 수 있을

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 헬스케어 시장, 그 중에서도 침상 수 500개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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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진출로 

방향을 잡고 발표하였다.           

커리어 특강, 현지 특강 및 동문과의 만남

4박 5일간의 일정 중 매일 저녁에는 특별한 만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동경대 교수님과의 만남, 동문 선배님과의 만남, 동문의 밤이

었다. 

먼저 첫날 저녁에는 우리 지도교수님의 스승이신 동경대학교 경제학부 

Takeda Haruhito 교수님께서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해 거시

적인 관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다. 단순히 강의만 해주신 것이 아니

라 강의 후 약 30여 분간 우리의 질문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변해주셔서 일

본에 관한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교수

님과 함께 일본 음식점에 가서 즐겁게 저녁식사를 하며 경제 이외에도 문

화, 한일 대학생들의 생활, 재테크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하였다. 

두 번째 날 저녁에는 서울대 동문이면서 미쓰비시 종합상사에서 근무하

시는 선배님 두 분과 저녁식사를 하였다. 우리 테이블에서는 경영학과 선

배이신 정동곤 선배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자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본 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조직 내 대다수가 일본

인인 회사에서 한국인으로서 근무하는 것이 어떠한지, 한국인이 일본 기업

에서 일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장점 및 단점 등 선배님 개인의 경험을 바

탕으로 솔직하고 가감 없이 알려주셨다. 정말 책이나 인터넷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 소중한 노하우였다. 또한 만남이 끝난 뒤에도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면 이메일로 항상 정성껏 대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

각하고 있다. 

셋째 날 저녁에는 동경 동문의 밤이라는 자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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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계시는 여러 선배님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뵐 수 있었다. 패션, 전자, 

무역, 외교, 대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신 선배님들과 저녁식

사를 하면서, 일본 내 여러 분야에서 서울대 출신 동문 선배님들이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래에는 선배님들처럼 나도 후배들에

게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는 선배가 되야겠다고 느꼈다.  

3. GTP 일본 편을 다녀와서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일본 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은 분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

는 일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 홍콩, 싱

가포르와 다르게 일본의 경우 영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일본 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방문했던 후지쯔, 소프트

뱅크, 니코코디아르 증권, 소니, 히타치 5개의 기업 중에서 영어 발표를 허

용한 곳은 소니와 히타치 두 경우밖에 없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인턴십

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철저히 준

비를 하고 공채를 통해 지원해야 하는 구조이다. 일본에서 일하고 계신 선

배님들의 경우 재일 교포이거나 일본 기업 한국지사에서 일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일본에서 일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요약하면, 일본에서 일

을 하고 싶다면 일본 기업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다 능력을 인정받아 일본 

본사로 가는 방법과 처음부터 일본어나 일본 기업에 대해 준비를 한 뒤에 

일본 공채에 지원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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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P를 통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 및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된 점

•변화된 자신의 모습

여태까지 나의 모습을 보면 참 고등학생 같았다. 단순히 학점을 잘 받기 

위한 공부를 했었다. 허나 이번 GTP 사람들을 보며 내 자신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정말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목적이 학점을 잘 받기 위함이

었는지, 과연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순수하게 나의 지적 호기심을 위해 공

부를 했던 적이 있었던가에 대해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되었다. 여태까

지 들었던 수업들도 나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보다는 단순히 학점

을 잘 받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매 순간 호기심을 채

워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이 끝나도 까먹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

다. 그게 열심히 가르쳐주신 교수님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도 들었다. 

•적극적인 모습

GTP의 특성상 단순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

닌 기업 임원진들(그것도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 3주 동

안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하였다. 특히 우리 조의 경우 IT 컨설팅이라는 다

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였기에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로부터 도

움을 받았다. 먼저 사전 조사단계에서는 기업의 annual report, 인터넷 뉴

스, 서울대 도서관 e-resource 등을 통해 자료를 찾았으나 기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선배들로부터 기업 최신 분

석 report도 받아서 읽어보고, 우리(후지쯔 조) 조가 제시한 마케팅 전략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경영대 마케팅 전공 김병도 교수님께 찾아가서 여

쭈어보고, 우리 학교에 설치된 포털 웹사이트(mysnu)가 과연 어떠한 변화

가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중앙전산원 정상혁님에게 인터

뷰를 하고, IT 컨설팅 분야에 대해 좀 더 전공적인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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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전공하고 있는 김태경 박사님을 만나

서 의견을 구하고, PPT를 잘 만드는 선배에게 조언도 받고, 한국 후지쯔가 

한국시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중구에 있는 한

국 후지쯔 본사에 찾아가서 채현경 마케팅 팀장님을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

다. GTP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에게 도움 받는 법을 배우고 실제로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일본 기업에서 발표를 할 수 있었다. 

•전공 공부

전공이 경영학인 나로서는 이번 GTP 일본 편 준비 과정부터 발표에 이

르기까지 전 과정이 훌륭한 전공 공부였다. 일본에 가기 3주 전부터 경력

개발센터에서 제공했던 사전 교육들, Presentation 컨설팅, 영문 이력서 및 

Cover Letter 작성법, 영어 면접 대비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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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 외에 기업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경영

학과에서 이론적으로 배웠던 회계 및 재무 관련 지식들, SWOT 분석법, 4P 

등을 실제로 적용시켜서 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

정이 나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또한 경영학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

가 바로 기업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는 것인데 자료를 찾

기 위해서 단순히 하던 구글링 외에도 중앙도서관 e-resource를 통한 논문 

검색, 투자은행에서 사용하는 기업 분석 리포트, 교수님 및 박사님 인터뷰, 

서울대 중앙전산원 및 한국 후지쯔 본사 방문 등의 발로 뛰는 활동 등 다양

한 방법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

우게 되었다. 

향후 계획 

이번 GTP 일본 편을 다녀오기 전까지는 남들이 하는 대로 막연히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학점 관리하고, 영어 혹은 제2 외국어 점수나 쌓아야 겠

다는 수동적 자세였다. 허나 이번 GTP 일본 편을 통해서 이런 마음가짐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학업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히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학점을 잘 받

기 위해 했던 공부 방식 때문에 배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지 않

고 단순히 암기했기에 정작 배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몰랐으므로 앞으

로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단순 암기는 지양하고 어떻게 하면 학교

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지 매 순간 고민을 해보고, 시험이 끝났다

고 덮어 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습하고 참고문헌도 찾아보면서 내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해야겠다고 깨달았다. 

외국어도 단순히 공인 영어 점수를 높이겠다는 마음가짐을 버리고 실제

로 내 의사를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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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을 두어 교과서 문제집이 아닌 폭 넓은 자료들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

으로 외국인들과 부딪혀가면서 익혀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평상시에 경시했던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엑세스 등의 도구 활용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조사와 인

터뷰를 열심히 했어도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

겠다는 것을 이번 GTP를 통해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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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서울에서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 진학 이전의 여유 시간 동안에 인턴의 자리를 찾

고 있던 중에 학교 포털에서 경력개발센터의 GTP 일본 편의 알림글을 보게 

되었다. 평소 일본에 관심이 많고, 외국에서의 인턴십이나 구직을 계획하고 

있던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의 내

용과 일정을 확인하니,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일본의 기업들을 방문하는 일

정이어서, 공대생인 나에게는 더욱 매력이 있는 내용이었다. 영어로 작성하

는 지원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소 걱정이 되었지만, 나의 역량을 확인

하고 발전시키는 도전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지원하였다. 

지원서와 면접은 비록 언어적으로 부족한 내가 왜 GTP 일본 편에 적합한 

사람인지 보여주는걸 중점으로 삼았다. 프로그램의 지원에 워낙 우수한 학

생들이 많이 모여서 나 자신이 과연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다. 

특히, 언어의 측면에서, 지원서도 영어로 작성해야 했고, 면접은 일본어와 

영어로만 진행되었는데, 본인은 일본어는 거의 하지 못하고, 영어 말하기 

능력도 그다지 우수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들의 우수

서울, 도쿄, 그리고 다시 서울에서 
양승희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06학번)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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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국어 실력에 다소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이전에 교양수업 중에 동경

대학과 협동강좌에서 일본의 경제와 동아시아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 국제 

하계강좌에서 동아시아의 법과 사회에 대해서 공부했던 배경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GTP 일본 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했

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가지게 된 일본에의 관심이 현지 취업을 적극 고려

하게 했고, 실제로 일본에 있는 회사에 원서를 넣었다는 사실을 면접에 언

급한 것이 내가 프로그램의 성격에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게 한 것 같다.

 일본으로 떠나기 전 방문하고, 발표하게 될 기업들에 대해서 3주간 공부

하고 준비하였다. 공식적으로는 처음 오리엔테이션부터, 프레젠테이션 컨

설팅 3회, 일본에 대한 교수님의 강의, 영문 이력서와 인터뷰에 대한 원어

민 수업, 프레젠테이션 최종 리허설까지 총 7회의 만남이 있었지만, 실제로

는 훨씬 자주 만나고, 스터디 하고, 발표 준비하는 절대 만만치 않은 준비기

간을 보냈다. 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하고, 영문 리포트를 작

성하고, 발표 내용을 선정하여 수정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고, 발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고, 발표 연습을 하는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다

소 낯설기도 했던 기업의 사업 내용들을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구성

해야만 했다. 기업에 맞추어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 전공 내용이 아닌 경우

가 많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책을 읽고, 관련한 다양한 보고서와 논문들을 

읽으면서 많은 내용을 공부해야만 했다. 기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애뉴얼리포트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서 각 기업의 최근 사업 동향과 규모, 중점 사항 등을 체크하였다. 또한, 최

신의 경향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관련 기술에 대한 자료들과 유사사업을 

진행하는 동종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와 기사들도 많이 참조했다. 

 내용을 기획하고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직 학부생이라는 한계,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다양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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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가 첨단 산업을 리드하는 기업이었

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마치 학기 중에 어떤 한 과목을 수강하는 것 이

상으로 공부해야 했다. 학부생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부족함과 한계는 

공대, 사회대, 생활과학대, 농대, 법대 등으로 구성된 팀원들 모두가 각자의 

학문적 배경과 지식을 끌어와서 서로를 보충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사회

적 상황, 문화적 배경, 그리고 법체계의 차이 때문에도 발표의 내용을 뜯어 

고쳐야만 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서로가 일본에 있는 모든 지인들의 도움

까지 받아가면서 자기가 맡은 기업뿐 아니라, 모든 발표 팀의 내용을 분석

하고 수정하여 일본에서의 성공적 발표를 위해 준비했다.

2. 드디어 도쿄에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방문했던 후지

쯔를 시작으로, 브리지스톤, 소프트뱅크, 니코코디아르 증권, 소니, 리쿠르

트 기업, 히타치, 코트라까지. 평소에는 거의 입지 않는 정장 차림에 구두까

지 신고, 도쿄의 복잡한 지하철을 아침 8시부터 저녁까지 꼬박 타고 다니

며 일정이 진행되었다. 낮에는 기업 방문, 저녁에는 동경대 강의와 교수님

과의 만남, 미쓰비시 상사에서의 선배님과의 만남, 동경에서 활동 중이신 

동문 선배님들과의 만남 등 바쁘고도 긴장되는 만남과 일정을 모두 소화했

다. 매일 일정 끝에는 밤마다 도쿄의 좁은 호텔방에 팀원 전원이 모여서 그

날의 일정들을 평가하고, 다음날의 발표를 준비하는 열정을 보였다. 

4일 동안 위에서 언급한 총 7개 기업을 방문했다. 보수적인 일본 기업들

의 성향과 분위기를 출발하기 전부터 들어왔지만, 실제로 방문하고, 기업에

서 일하시는 일본 분들을 만나 뵈니 정말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다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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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그 분위기에 압도 당했다. 일본 기업의 보수적 성격과 채용체계의 특

성상 수시채용은 사례가 없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는 최대한 기업의 담

당자들에게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었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개인적으로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발표를 맡았던 SOFTBANK는 모바

일 통신과 인터넷 인프라,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통신업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빠르게 증가하는 가

입자에 비해,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의 부족 문제가 한계로 지적되는 상

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WI-FI 인프라 구축사업

과 관련하여 ‘1. 이미지 구축, 2. 가입자 유인, 3. 쉽고 정확한 탐색’의 세 가

지 전략과 구체적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기업의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현

재 기업에서 추구하는 사업들의 보완적 방안과 문제점의 시정 방향을 일본 

사회와 현재 고객들의 성향들에 그리고 한국에서 성공했던 방안과 우리들

의 아이디어들을 접목하여 정성껏 준비한 발표 자료와 내용은 기업에서 나

온 다섯 분의 실무진들에게서 창의적 아이디어이며, 몇 가지 아이템은 실

제로 활용하겠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낼 수 있었다.

교수님과 조교님을 비롯하여, 자원봉사자분, 그리고 우리 팀원 모두는 일

본의 중심가들을 정말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누볐다. 시간 약속에 철저하

며, 보수적인 일본 기업들에 실수하지 않고자 시간 부족에 뛰기도 하고, 길

에서 주먹밥과 빵을 먹으면서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정장 차림을 위해서 

여자들은 대부분 낮은 신발과 운동화를 신고 이동하다가 기업 방문 직전에 

구두로 갈아 신고,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위해서 지하철에서, 또 길에서 걸

으며 뛰며 입을 맞췄다.

특히, 일본 기업들의 경우에는 소니와 히타치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 모

두에서 일본어 프레젠테이션을 요구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있었다. 10

명의 학생들 가운데 일본어가 가능한 학생은 5명뿐이었고, 그 중에서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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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서 오래 거주했던 경험은 단 한 명, 그나마 두 명은 일 년 미만, 또 두 

명은 독학으로 한국에서만 일본어를 습득했고, 나머지 5명은 거의 일본어

를 할 수 없었다. 하여, 부득이 일부 기업에서는 영어로 발표하고 이것을 

영-일 통역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는데, 본 발표 자체는 

사전에 대본을 준비하고 입을 맞추는 연습으로 가능했지만, 질의응답 시간

이 정말 어려움 그 자체였다. 현지인인 일본인이 자신의 모국어로 내용을 

질문하고, 또 우리가 그 기업 한가운데로 들어가 기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앞에서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논의하는 상황이기 때

문에, 질의 내용 자체도 어려운 내용이었고 따라서 통역도 전문적인 용어

가 많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일본어를 전공한 것도 아닌 학생들이 전

문적인 내용을 동시 통역해서 전달하고 소통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서로서

로 도와가며 통역하고 또 대답하는 방식으로 긴장감 넘치는 시간들을 이겨

냈다.  

이번 일본 GTP에서는 기업 방문 프로그램 이외에도, 저녁시간에는 동경

대 강의, 동문의 밤 등의 시간을 통해 일본의 경제와 상황에 대해 더욱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동경대 다케타 하루히토 교수님의 강의는 짧은 시간에 정말 일본 경제의 

개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버블 경제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과 성장 정체의 원인들에 대해서 쉽지만 객관적인 분석 자료로 설명

해 주셨다. 그래프 위주의 수업 자료와 숫자로 와 닿는 강의는, 언어의 장벽

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이해가 쉽게 되었다. 과거의 성장 정체 이유와 향

후 전망, 현재 일본 사회에 퍼져 있는 불안요소들에 대한 의견들은 앞으로 

일본에서 사회생활을 고려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통찰력을 갖추게 하는 

내용들이었다.

특히 NPO에 관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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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 자료 등을 통해서 접하고, 몇 개의 

연구 내용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들에 

대해서 그 활성화 배경과 정부 지원 등의 원인과 그 정체성에 대한 내용들

은 한국에서는 알지 못했던 내용이었고, 앞으로 이 부분을 공부하는데 있어

서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다소 길어졌던 질의응답 시간에도 다

양한, 길어지는 질문들에도 하나하나 성의껏 대답해주시고, 의견을 함께 나

눴던 것이 인상에 남았다. 응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동경대 강의 이후에 가졌던 저녁 모임에서도 먼저 다가와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만나뵙고 싶은 마음

이 들었다. 저녁 모임에서도 본인의 일본어 부족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있

었지만, 영어로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깊게 듣고 대답해 주시는 교

수님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싶었지만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음에

도 기회가 된다면, 교수님의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깊은 통찰

력의 분석을 통한 일본의 상황과 아시아 경제의 앞날에 대해서 듣고 싶다. 

일본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동문 선배님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

는 시간은 일본에서의 앞날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

다. 그동안 여러 기업들을 다니면서 기업의 분위기 등은 볼 수 있었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한국인으로서 부딪히고 일하시는 선배님들의 다양한 말씀

들은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와, 갖춰야 할 능력들에 대해

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나와 같은 전공을 서울대에서 졸업하신 과 선배님의 말씀

이 많이 와 닿았다. 학부를 서울대에서 졸업하고, 석・박사 과정은 동경대

에서 졸업하고, 방향을 전환하셔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확장하신 선배님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느끼는 점이 많았다.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 등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일본에서 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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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때 취해야 할 자세 등에 대해서 생각하게 했다. 

타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선배님들을 직접 만나뵙고 다양한 이야기들

을 들으면서 일본에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일본이라는 선진국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

만큼 쉽지 않은 길이며, 우리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열린 마음

으로 도전한다면, 또다른 하나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도 불가능한 것만

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고 노력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3. 그리고 다시 서울에서

일본 기업의 장점은 선진국의 기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며 기업이 사

원들의 생활과 복지에 도움을 많이 주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직

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으로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대학생들이 3학년 1

학기부터 취업을 준비해서 채용이 대부분 미리 결정되는 것이 정형화 되

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일본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미리 

각 기업의 취업 일정과 내용들을 확인하고 준비해야만 한다. 또한, 일본의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며 일본의 사

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이번 GTP 참가자들을 비롯한 서울대생들은 일본어를 공부하여 도전한다

면, 일본의 기업에서 보다 경쟁력이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GTP는 Global Talent Program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학생들의 역량을 

끌어내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함께 했던 10명의 다양한 학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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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학생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꺼내놓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경험을 서로가 체험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고 그 역량을 발전시키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기회를 만날 것이다. 하지만 그 기회는 기회인 동

시에 어려운 시험일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번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

나는 기회라는 이름의 시험들의 답을 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역량이고 현

재 자신의 역량이 부족할지라도 노력과 동료들과의 협력으로 그 역량을 발

전시켜서 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앞날 가운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나를 성장시키고 또 나를 

기쁘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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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일본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취업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후 글로벌 커리어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GTP 홍콩 편

을 다녀온 지인의 적극적인 권유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글

로벌 인턴십 획득을 위한 기업 탐방을 주최하는 GTP 프로그램은 저의 역

량 및 커리어 맵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글로벌 시대 속에서 저의 역

량을 개발하고 펼칠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그 국가의 언어, 문화에 관한 

적응 등 국내에서 인턴 혹은 취직을 하는 경우보다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이 높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은 청소년 시절 잠시 생활하였던 경험이 

있는 나에게는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기에 비교적 글로벌 커리어를 개발하

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느꼈다. 운이 좋게도 이번 GTP가 일본 편으로 기획

되었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하게 되었다.

 또한 교내에서 타과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를 많이 가지지 못하였기에 

2011 GTP 활동보고서
이윤경 (농경제사회학부 05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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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의 뛰어난 학생들과 새롭게 알게 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함

께 발표 준비를 하는 과정은 많은 것을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기회라 여겼으

며 GTP를 지원하게 된 이유로 작용하였다.

지원 과정

GTP 신청을 결심하고 난 뒤 지원서 작성을 시작하였다. 평소 영문으로 

이력서나 지원서를 써본 경험이 없어 사실 막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먼저 질문지에 대한 답을 생각한 뒤 영문으로 1차 작성을 하고 영미권 어학

연수 및 공부 경험이 있는 지인에게 피드백을 부탁하여 수정을 거쳤다. 지

원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였기에 면접은 영어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였

다. 일본어는 자신이 있었기에 몇 가지 예상 질문을 만들어 영어 답변을 준

비하였다. 면접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

와 일본 문화에 익숙하다는 점을 어필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면접 담당 

교수님께서 전공 관련 질문을 하셨기에 경제학 관련 공부가 많이 되어 있

다는 점을 어필하였다.

사전 교육

사전 교육은 PT 준비에 대한 3주 교육,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 교육,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 실전 대비 발표 연습 등으로 이루어졌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 교육은 빠졌지만 나머지 일정을 빠짐

없이 참여하여 교육 내용을 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먼저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의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

는 상당 수준 숙지하고 있었으나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알지 못할 사회활

동에서의 문화(회의문화, 의사결정방법 등)를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특히 공식 미팅이 있기 전에 술자리, 식사 등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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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일본 기업 문화는 실제도 취업을 하였을 

때 매우 참고가 되는 유용하고도 실질적인 정보였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교육은 3주에 걸쳐 이루어진 RGB Stylist의 PT 교육

이었다. 교육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인 시각자료로 구성하고, 발표

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직접 예행 발표를 하

는 모습을 찍고 이를 피드백 하여 주는 과정은 발표를 할 때 나의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성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법론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발표를 준비한 기업은 Nikko Cordial이라는 증권회사였다. 평소 

증권회사 및 금융상품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기에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발표 주제를 잡고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다. 따라서 팀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첫 주에는 증

권회사의 업무 전반 파악을, 둘째 주에는 Nikko의 재무상황 및 업무, 상품 

전반을 파악하고 주제를 잡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및 법 체계의 차이로 인해 몇 번씩 발표 내용

이 변경되었다. 개인 자산 구성 비율에서 미국은 50% 이상을, 우리나라는 

30% 가까이의 비중을 투자신탁, 주식, 채권과 같은 증권회사 상품들이 차

지하는 반면 일본은 대부분의 금융자산이 현금 혹은 은행예금으로 구성되

고 14%만이 증권사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실정은 일본 증권사

의 Market Share가 상당히 작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처음에 제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통법이 

제정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모든 금융거래는 은행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 

법적 규제에 의해 운신의 폭이 좁은 증권사의 상황은 이 같은 제안을 하기

에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다양한 논의 끝에 저희 조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상황 및 감정,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젊은이들(대학생)을 타깃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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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략 제안’으로 발표 주제를 잡았다.

발표 자료인 PPT는 내가 만들고 발표 내용 관련 일본 문법 및 단어의 피

드백은 보다 일본어에 익숙한 신애가 주로 맡았다.

2. GTP 일본 편 현지 활동

회사 소개

Nikko Cordial 증권회사는 투자신탁, 주식, 채권 등의 상품에 투자를 하

여 개인 및 기업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을 한다. 중산층의 소액투자로도 수

익을 창출하는 우리나라의 증권업계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 변호사, 의사, 

기업 간부 등과 같은 고소득 우량 고객이 주요 수입원이며 일반 서민이나 

정기적 수입이 없는 젊은이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생소하게 느끼는 상황이

었다. 또한 투자신탁에 있어서도 주식 매매 차익이 아닌 고객 자산운용을 

통한 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이 되고 주식의 매매 단위도 10단위가 아닌 100

단위로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기업이 투자를 꺼려하고 

현금이 주 거래수단이 되는 일본의 문화가 영향을 끼쳐서인지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증권업계도 약

간은 경직되고 보수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이는 물론 약 2시간 정도의 견학

을 통해 얻은 해당 회사에 관한 나의 편견일지도 모른다).

또한 방문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얻은 인상은 일본에서는 최근에 ‘ECO’

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점차 환경 문제가 중시되는 

추세에 맞추어 일본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ECO적인 마인드를 중시하

며 기업에서도 이를 트렌드로 차용하고 있었다. Nikko에서도 ECO펀드라

는 것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자사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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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어필하고 있었다.

인턴십 채용 과정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공채를 통해 100명 이상의 정규사원을 모집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자격요건에 있어서 TOEIC

과 같은 국가공인 영어점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선발 과정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뽑아 우리나라와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다만 독특하였

던 것은 Recruit라는 회사처럼 구직자와 회사를 연계해주고 구직자에게 회

사의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이력서를 수정하여 주는 등의 취업 중계업체

가 있고 이들이 실제로 90% 이상의 일본 젊은이들의 취업을 중계하고 있

다는 사실이다.

국가 소개

일본은 다당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자민당의 양당

제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룩한 후 복지 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 개개

인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소속 당의 중요성은 예외로)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 

출마자의 집안이 정치집안인지,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인지 등 사회적 배경

이 보다 중시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언어는 일본어를 사용하며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 TOEIC의 경우 400점 대를 넘으면 영어를 잘하는 것으로 인식

할 정도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본 기업에서는 취직을 하고 일을 하기 위

해서는 일상회화 수준의 일본어를 구사할 것을 기본 자격 요건으로 요구한

다. 

종교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신사와 같은 것들이 있으나 하나의 종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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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신을 따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일생 동안 개인의 상황에 맞

추어 다양한 종교를 취합한다. 일례로 새해에는 기도를 하러 신사에 들리

지만 결혼은 성당에서 하고 사후 장례식과 납골당은 절에서 행하는 것이

다. 

문화적으로는 남을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며 때와 장소를 가리

지 않고 주변에 있는 타인을 의식하여 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지하

철, 버스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암묵적으로 금기시되어 있으며 공

공장소에서 큰소리로 떠드는 것을 자제한다. 또한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

터 안에서는 일절 대화를 하지 않는다.

커리어 특강, 현지 특강 및 동문과의 만남

첫째 날에는 동경대 교수님께서 일본의 경제상황 전반에 관한 특강을, 

둘째 날에는 Mitsubishi 상사에 다니는 선배님들을 만나 커리어 특강을 듣

고, 셋째 날에는 일본 현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님을 

만나는 동문과의 만남을 가졌다. 

동경대 특강의 경우 버블 붕괴 및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일본의 경

제상황 전반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강의를 듣고 평소 궁금했던 

상황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었다. 투자를 꺼리는 일본 기업의 성향

과 대부분의 자금이 원활히 순환되지 않고 은행에 몰려 있는 구조, 신용카

드와 체크카드보다는 현금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일본의 특성에 대해 배

울 수 있었다. 또한 이후의 식사시간까지도 교수님께서 함께 참석해 주시

어 특강시간에 못다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커리어 특강에서는 주재원으로 오셨다가 일본에서 12년째 근무하고 계

신 선배님의 경험담을 통해 일본에 직장을 잡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사라는 회사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 내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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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차별대우 및 승진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우리나라보다 심하며 여

전히 존재한다고 한다. 향후 일본에서의 취업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 간의 

문화 및 여성에 대한 차별 문화에 대한 고려를 중시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

게 되었다. 물론 방문하였던 Recruit라는 회사처럼 남녀 평등 문화가 완전

히 자리잡고 출산 휴가 및 양육 등 여성의 불편함을 충분히 배려해 주는 회

사도 있다고 한다. 일본 회사는 사원의 기업에 대한 충성, 기업의 사원에 대

한 배려가 문화로써 자리잡고 있기에 본인이 역량을 펼치고 노력한다면 충

분히 안정적인 직장으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선배

님의 이야기를 통해 나도 일본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도전해 볼 수 있겠다

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동문과의 만남에서는 동경대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선배님의 말씀을 들

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곳의 Job Market을 통

해 일본에 오신 것이기에 외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 일하는 것

에 대한 어려움 및 장점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상황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셔서 글로벌 커리어에 대한 보다 넓은 시야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GTP 일본 편을 다녀와서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일본 기업은 미국, 홍콩 등과는 달리 즉각적인 인턴십 획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일본 기업에서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공채를 통해 채용되던지, 주재원으로 일본 본사에 파

견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공식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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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식사, 술자리와 같은 비공식 석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일본의 기업 

문화를 활용한다면 공채에 응시하기 전에도 해당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선

배님 혹은 지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취업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든지, 

회사의 업무 내용 및 사내 분위기를 파악한다든지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문과의 만남에서 뵌 선배님들께서 일본에서 일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길 희망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분들께 

다양한 조언과 정보를 얻는 것도 일본에서의 커리어를 쌓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GTP를 통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 및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된 점

GTP를 준비하면서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증권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되고 관심이 생겼다. 실제로 한국에 돌아온 후 해당 분야의 관련 서적을 대

출하여 읽고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프로그

램을 통해 얻게 된 것은 같이 활동하고 발표를 준비한 GTP 멤버들이다. 누

구보다도 자신의 가치관, 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삶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 동안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고민하고, 방황했던 자

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밤을 새다시피 하며 

함께 자료를 찾아주고 다른 팀의 발표 내용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등 청춘

의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4박 5일간의 시간 동안 

함께 고민을 나누고 꿈을 이야기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

었다. 

향후 계획

일본에서 돌아온 후 보다 적극적으로 저의 커리어 쌓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일하고자 하는 직무에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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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여기에 필요한 역량을 쌓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현

재 알아보고 있다. 향후 보다 능력 있는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Word, Excel

과 같은 도구의 활용 능력을 키울 생각이다. 또한 발표 준비를 하고 일본을 

다녀오는 동안 언어적인 측면에서 저의 한계를 많이 느꼈기에 영어 등 어

학실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갈 생각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보다도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꿈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

을 가지고 일련의 과정들을 진심으로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좋은, 멋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일본의 뛰어난 기업들을 큰 어려움 없이 방문할 수 있도

록 멋진 기회를 제공하여 주신 선생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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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일본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GTP 일본 편의 모집 공고를 처음 접한 것은 학교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

을 통해서였다. 당시 다른 대회 준비도 병행하고 있어서 한동안 지원을 두

고 고민했었지만, 결국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생각에 자기소개서

를 작성하고 지원하였다. 이렇게 GTP 일본 편에 지원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 장래계획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법

학을 전공하면서 나는 특히 국제법무 및 나라 간 국제적 법률분쟁에 관심

을 갖게 되었고, 관련된 모의재판대회에도 다수 참가하였다. 이 과정에 국

제적 법률분쟁 중에서도 우리 나라 국익에 크게 관련되는 것이 바로 기업

들의 기술 개발과 수출을 둘러싼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지적재

산권 분야의 전공 공부를 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기술 관련 사례를 많이 접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본의 법체계와 일본의 기업들에 많은 관심을 갖

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GTP 일본 편이 “High-Technology in Japan”, 즉 

일본 기업들의 기술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일본 기업들이 자신의 기

2011 GTP JAPAN 활동보고서
이자영 (법학부 07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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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개발하고 특히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알기 위한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

하였다. 국제법무에 특화된 대학원에 진학 예정인 나로서는 일본 기업들의 

기술 발전 및 보호에 대한 공부를 하고, 특히 일본 기업에서 인턴을 하여서, 

내가 희망하는 일본 유학과 일본에서 변호사로서의 활동에도 도움이 되리

라 확신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 과정

자기소개서에 나의 지난 경력과 GTP의 지원 동기를 써서 제출한 후 면

접이 결정되어 급하게 면접 장소를 찾아갔다. 당시에는 면접이 어떻게 이

루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기에 아무 준비도 해가지 못했지만, 대기실을 보

니 자신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영문으로 외우는 분들이 많아서, 나 역

시 자기소개서를 출력해 오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결국 세 명의 다른 학우

들과 함께 면접실에서 교수님을 뵙게 되었는데, 면접은 영어와 일본어 두 

가지 언어로 이루어졌다. 나는 일본어보다 영어가 자신이 있어서 영어로 

답변을 하였는데, 함께 간 친구들은 유창한 일본어로 답변하기도 했다. 우

리의 경우에는 면접을 함께 보았던 4명 중 3명이 최종적으로 일본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 앞으로 GTP를 준비하는 학우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느 

경우에든 주눅들지 말고, 자신의 소신을 외국어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자

신이 왜 GTP에 지원하였는지, GTP에 참여해 이루고 싶은 것이 무언지를 

확실히 전달하는 데에 노력하라고 전하고 싶다. 

사전 교육

지금까지는 GTP와 같은 교외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하

면서 받은 교육과정은 여러 면에서 많은 공부가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

다. 먼저, 학과의 특성상 프레젠테이션형 발표를 준비할 일이 별로 없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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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RGB Specialist라는 이름으로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및 PPT 발표를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GTP 선배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지도 

못한 전달 효과나 인상적인 발표에 대해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내용만

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발표를 하는가에 

따라 청중에게 전달되는 바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와 관련

된 여러 가지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PPT 준비는 여러 회에 걸

쳐 이루어지고 녹화도 포함되어 있어, 나 자신의 발표 유형을 잘 알 수 있

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발표 후에는 교수님의 일본인의 인식과 문화에 대한 강연

도 있었다. 『국화와 칼』과 같은 인문학 서적이나, 교수님의 유학시절 경험

을 생생하게 들려주시면서 일본인들의 인식구조나 사회습관 등을 알고, 앞

으로 일본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지 준비할 수 있어서 특

히 좋았다. 서울대라는 이름으로 외국에 나갈 때,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한국

인’으로서 외국을 방문할 때 언제나 염두에 둘 것들이 문화적 차이와 이에 

따른 적절한 행동양식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일본인들의 인식구조 등

에 관한 강의가 특히 도움이 되었다.

발표가 다가오면서는 우리 조원들끼리의 준비활동이 주가 되었는데, 우

리 조의 경우에는 발표를 위해 담당 회사의 자료를 분석하고, 자체 논문이

나 관련 통계를 찾아보았다. 우리가 발표를 담당했던 후지쯔는 특히 한국

에 진출해 있는 회사여서 한국 후지쯔를 방문해서 마케팅 팀장과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의 한국시장에

서의 장단점이나, 일본 기업에 한국인으로서 일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이야

기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가까운 곳인, 바로 우리 서울대 포털 사이트의 서버를 후지

쯔가 제공했다는 데에 착안해, 우리 학교 전산팀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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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고,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 포털 사이트가 어떠한 변화를 거쳐왔는

지 찾아보기도 하였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일본에서 사용할 자료를 모으고 내용을 

구상한 후, GTP 선배에게 배웠던 PPT 지식을 적용하여 발표문과 PPT를 

준비할 수 있었다. 

2. GTP 일본 편 현지 활동

회사 소개

제가 발표에 지원했던 회사는 후지쯔로, 두 명의 학우와 함께 일본에 도

착한 첫날 바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일본어 발표를 하고, 두 

친구는 영어로 발표하고 내가 통역을 맡았다. 일본에 도착했다는 실감이 

채 나기도 전에 바로 회사로 이동하고 후지쯔의 정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자니 긴장할 시간도 없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마음이 더 편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도착하고 잠시 기다리고 있자니, 담당자가 우리를 인솔하여 세미나실과 

같은 곳으로 안내해주었다. 이미 장치가 되어 있는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 

대로, 우선 기술관에 가서 견학을 한 후에 인사담당자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었다. 

테크놀로지 관에서는 현재 후지쯔가 주력하고 있는 초고속 슈퍼컴퓨터

인 K컴퓨터에 관한 영상을 보고 그 실물을 직접 관람할 수 있었다. 이어서 

여성분이 안내를 해주는 후지쯔 역사관을 구경하며 회사의 역사와 지금까

지 관여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이때 역사관의 여러 

가지 시설을 직접 이용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험에 참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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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히 즐거웠다. 

이러한 관람을 마치고 세미나실에 돌아와서는 드디어 우리 발표를 시작

하게 되었다. 많이 긴장되었지만 인사담당자, 통역 선생님, 그리고 안내 선

생님 세 분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편안한 마음

으로 발표에 집중할 수 있었다. 우리 조원들의 발표가 모두 끝나고, 통역까

지 마치고 자리에 앉자, 우리에게 후지쯔의 책자가 교부되었다. 인사담당

자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후지쯔의 사업을 소개하시더니, 우리가 주목했

던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다. 그러면서 우리 발표

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조사

한 방법이나, 참고한 자료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그 후로는 우리가 생각하

는 앞으로의 후지쯔의 정책이나 지금의 현황에 대해 물으셨다. 나 개인적

으로는 지금까지 실전에서 일본어로 토론을 하거나 논의를 할 기회가 없어

서 일본어로 답변을 하는 것이 무척 긴장이 되었지만, 소신껏 우리들의 생

각을 전달하는데 노력하였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질문 답변 시간은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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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한다.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었던 만큼, 이 질문 답

변 시간이 많은 공부와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인턴십 채용 과정

일본의 경우에는 인턴십이 우리나라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루어질 경우에도 주로 단기간의 프로젝트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나는 처음부터 여름인턴을 목표로 하고 기업들을 방문하였

다. 우리가 방문한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

인지, 다소 소극적이고, 우리들을 잠재적인 인턴으로 보기보다는 단순히 견

학 온 학생으로 생각하는 듯해서 다소 아쉬웠지만, 이는 앞으로 바뀔 가능

성도 보였다. 예를 들어, 히타치의 경우에는 인사담당자님이 히타치에서도 

인턴십 제도를 소개할 생각이라며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

아, 앞으로 일본 기업들도 해외 학생들의 인턴십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 되

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 방문으로서는 처음이었던 이번 GTP 일본 편이 

모쪼록 앞으로 후배들의 일본 기업에서의 인턴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

었기를 바라는 바이다.

국가 소개

지금까지 일본은 여행 목적으로 짧게 방문한 것 이외에는 체류 경험이 

없어서, 기업을 통해서 보는 일본의 사회와 문화는 어떨지 많이 궁금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도 이번 GTP 일본 편은 내 궁금증을 충족해주는 소

중한 경험이 되었다. 일본에 체류한 시간은 5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시

간 동안 9개의 기업을 방문하면서 정말 다양한 일본의 단면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기업에 따라 분위기도, 우리들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서, 이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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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의 얼굴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히타치나 소니와 

같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담당자들이 영어로 소개를 하고, 우리

들과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다면, 재일교포가 설립한 소프트뱅크와 같은 회

사는 한국어가 가능한 사원이 안내를 한다든지, 인사를 한국어로 한다는 등

의 특징을 보였다. 그에 비해 니코코르디알 증권과 같은 회사는 매우 보수

적이고 폐쇄적인 느낌으로, 발표도 일본어 발표만을 요구하였을 뿐더러, 우

리의 발표에 대해서도 다소 방어적이고 반박적인 어조로 응하였다. 한편, 우

리를 가장 친근하게 대했던 것은 대학생을 주 고객으로 하는 ‘리크루트’라는 

회사로, 역시 우리를 잠재적인 ‘고객’으로 대한다는 것이 느껴져서 일본 회

사들의 다양한 응접기술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일본 기업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일반적으

로 매우 성실하고 친절하지만 어디까지나 선을 긋고 거리를 두는 것으로 

느껴져서, 이러한 것이 일본식 격식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에서 방문했던 한국회사나, 일본에서 방문했던 KOTRA의 경우에는 그

러한 선이 느껴지지 않은, 호탕하고 진정한 반가움이 전해졌던 것을 생각

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단순히 우리가 

외국의 대학생이라서가 아니라 일본 기업 문화나 격식이라는 것 그 자체의 

특성이 아닌가 싶다. 말로만 들었던 일본의 기업 문화나 사회생활의 격식

과 예의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는 것 역시 GTP 일본 편의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커리어 특강, 현지 특강 및 동문과의 만남

동문 선배님들과의 만남도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동경에 계신 선

배님들의 경우, 상사나 무역회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활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님으로 다양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셔서, 일본에서의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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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각하고 있는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평소에 궁금했지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동경대 학생들의 생활태도나 학교 분위기부터 시작해 한국

인으로서 각종 일본 기업에서 경험한 한일관계와, 일본 회사에서 활약하면

서 느꼈던 어려움이나 보람 등, 정말 많은 소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이때 들었던 말씀들이 후에 일본 사회에서 활동하게 될 때를 위한 소

중한 가르침과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특히 바쁘신 와중에 시

간을 내주신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다.

3. GTP 일본 편을 다녀와서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이번 GTP 일본 편에 참여하면서 일본의 인턴십 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알게 되었다. 우선은, 흔히 생각하는 ‘인턴십’의 개념 자체가 나라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일본의 경우만 해도 한국에서 말하는, 바

로 취직으로 이어지는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인턴십이 없다는 것이 특징적

이었다. 일본에서는 하루의 단기 방문이나 견학도 ‘인턴십’에 포함되는 개

념으로 아직까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턴십의 존재가 미비하

다는 설명도 들었다. 

하지만 일본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한

국과 같은 인턴십 제도가 자리잡고 있고, 일본도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인턴십 제도를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우리가 방문했

던 많은 회사들 역시 우리의 궁금증에 여러 가지로 답해주었는데, 이를 바

탕으로 성공적인 일본에서의 인턴십 획득을 위한 노력들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해당 국가의 언어의 중요성이다. 우리가 방문했던 모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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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기본적인 일본어로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

다. 이와 관련하여 혹시 행동양식이나 공유하는 문화도 일본인에 근접해야 

하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하여는 동료들과 일본어로의 기본적

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충분할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어서 영어

의 중요성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보였다. 특히, 일본 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인 

채용에 대해 아직까지도 다소 소극적이어서, 외국인으로서의 가장 큰 장점

은 다양한 외국어 실력,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수준 높은 영어 실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수준 높은 영어를 활용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일

본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건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

한다. 

GTP를 통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 및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된 점

나는 GTP 일본 편을 통해 일본 기업의 분위기를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도 일본의 기업을 통해서 본 일본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GTP는 여러 면에서 후에 일본에서의 유학과, 취업을 희망하는 

제게 소중한 디딤돌이 되었다. 이중에서도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먼저, 일본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

본어를 꾸준히 공부해왔지만 이는 어디까지 나 혼자의 공부로서 실제로 활

용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내 일본어 실력을 회사 담당자나 교수님

들 앞에서의 발표나 질문과 응답을 통해 실제로 사용할 기회가 있었던 것

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또, 처음에는 생소하고 일본 기업에 대한 사전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

에서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니 많이 떨리고 자신이 없었지만, 우리 

GTP의 조원 한 명 한 명 모두가 멋지게 해내는 모습을 보고 역시 서울대 

GTP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국제무대에서 활약을 할 인재라는 생각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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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TP 일본 편을 통해 우리 모두의 국제적 잠재력을 발견하고 앞으로의 

활동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서 무엇보다 감사하고 소중한 경험이 되었

다. 

향후 계획

현재 나는 GTP 일본 편을 통해 방문했던 기업 중에서도 대학생들의 인

턴십 마련이나 취업 연결에 종사하는 리크루트라는 회사에 내 이력서를 낸 

상태로, 담당자에게 내가 희망하는 인턴십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였다. 내 

희망은 나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법무 관련 부서에서의 인턴을 하는 것이

다. 기업은 일본 국내 기업도, 일본에 진출해 있는 해외 기업 중 어느 것도 

좋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특히 일본에 진출해 있는 외국 로펌에 관심이 많

다. 실제로 현재 내가 진학할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인

턴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다양한 기업에서 여름 인턴을 하고 있기에, 가

능하다면 올해 여름부터 일본에서 단기 인턴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이어서는, 석사과정 2년차인 내년에는 이번 GTP 일본 편을 통해서도 인연

을 맺은 한편, 내가 속해 있는 대학원의 자매학교인 동경대학교에 유학을 

신청하고자 한다. 석사를 취득한 후에도 기회가 있다면 일본의 다국적 로

펌에서 일하고 싶으므로, 이번 GTP 일본 편은 나의 단·장기적인 목표 모

두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디딤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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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일본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나무가 자리를 옮기면 죽지만 사람이 자리를 옮기면 재산을 불릴 수 있

다.” 국제정치학을 공부했던 외교학도로서 나는 이 중국 속담을 항상 가슴

에 두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금융에서부터 무역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세계는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글로벌화 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나 역시 해외에서 경험을 쌓고 싶다는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경

력개발센터에서 주최한 Global Talent Program 일본 편에 지원하게 되었

다. 

특히 나는 일본 원자력 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미 미국의 

최대 원자력 회사인 웨스팅하우스를 일본 기업 도시바가 인수할 정도로 일

본의 원자력 산업은 성숙해 있다. 또한 일본 원자력 산업은 매우 글로벌화 

되어 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프랑스 회사 아레바와 연합하였고 히타치 

제작소는 제너럴 일렉트로닉스와 원자력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다. 나는 앞

“ 사람이 자리를 옮기면     
재산을 불릴 수 있다” 

 한택진 (외교학과 06학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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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문제로 원자력 산업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믿고 있다. 그래서 GTP 일본 편을 통해 일본의 원자력 기업을 접하고 인턴 

및 취업 기회를 얻고자 하였다. 

지원 과정 

나는 일본 원자력 기업에 입사원서를 제출한다는 기분으로 GTP 일본 편 

지원서와 이력서를 작성하였다. 안타깝게도 내가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어

서 일본어로 지원하지는 못했지만 일본의 원자력 산업이 급속도로 글로벌

화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 원자력 기업에서도 일본인이 아닌 외

국인 채용을 늘려야 할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였다. 일본 원자력 기업들은 

현재 원자력의 생산설비에 있어서 미국과 프랑스와 협력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원자력 발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내가 분명 기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교수님과의 면접에서도 지

원서에 작성한 저의 소신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내가 비록 외교학과를 

전공하였지만 원자력 기술과 정책에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고, GTP 

일본 편을 통해서 일본의 원자력 산업을 더욱 깊게 공부하여 가능하면 원

자력 분야 취업 기회를 엿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사전 교육 

GTP 일본 편 사전 교육은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경력개발센터에서 이

력서 컨설팅을 비롯한 사전 교육이 있었지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일본 

기업 방문 시 발표할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팀 프로젝트로 진

행하는 일이었다. 우선 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질 발

표였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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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고, 그에 대한 신뢰성 있는 근거 자료를 내놓아야만 하였다. 게다가 

이렇게 수집된 자료와 제안을 모아 하나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효

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발표 연습이 출국 전날까지 이어졌다. 경력개발센

터에서 기획하였던 개개인 프레젠테이션 카운슬링은 임팩트 있는 발표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는 일은 근무하게 될 회

사 내에서는 일상적인 업무일지 모르나, 그러한 경험이 없는 학생에게는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우선 해당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많이 부족

했다. 회사 홈페이지를 주로 이용하였지만 주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

용들이 많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배경 지식이 부족하였다. 간

행물의 경우 오래된 자료들이 많아서 발표 자료로 이용하기에는 시의적절

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았다. 그리고 어렵게 구한 자료들이 일본어로 작성

된 경우가 많아 일본어를 구사하는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기업 조사

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투자회사의 영문 분석 자료와 언론 기사

를 많이 이용하였다. 

2. 일본 편 현지 활동 

회사 소개 

나는 히타치와 소니 기업에서 준비했던 자료를 발표하였다. 히타치는 백

색가전으로 유명한 회사이나 실제로 건설과 통신,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도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세계적인 회사이다. 현재 예산의 59%가 일본 시장에 

집중되어 있으나 앞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예산의 절반 이상을 해외시장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하였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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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분야에서 히타치는 2007년 제너럴 일렉트로닉스와 함께 Hitachi-GE 

Nuclear Energy Ltd.를 합작 설립하여 세계 시장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

는 세 번째로 큰 원자력 에너지 회사가 되었다.  

나는 히타치 본사에서 히타치-제너럴 일렉트로닉스 원자력 에너지 해

외 진출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대부분이 가

압 경수로를 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등수형 원자로만을 건설할 수 있는 

히타치는 앞으로 시장 지분이 줄어들 것이 명백한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

할 방안으로 재처리 중소형 원자로인 PRISM 원자로와 Smart Grid를 패키

지로 동남아시아에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히타치 그룹의 인사담당

자는 발표를 무척 긍정적으로 들어주셨다. 특히, 주로 백색가전으로 유명

한 히타치가 원자력 에너지 부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

적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는 듯하였다. 또한 히타치 역시 앞

으로 어떻게 원자력 발전을 개도국 시장에 내놓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내가 GTP 일본 편에서 발표를 맡았던 소니 기업은 명실상부한 세계적 

전자회사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미디어 기업이기도 하다. 

1946년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시작하여 1978년 워크맨으로 전성기를 보냈

던 소니는 2000년에 Play Station 2를 출시하여 1억 5천만 대를 판매하는 

쾌거를 이룩한 바 있다. 전자회사로서는 특이하게 상당한 미디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니는 작년에 <스파이더맨 3>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

버그 이야기를 다룬 <소셜 네트워크> 영화를 출시하여 성공을 거둔 바 있

다. 소니 역시 해외 시장 지분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국 출신 CEO Howard Stringer를 영입하였다. 

나는 동료들과 함께 어떻게 소니의 차기 게임기 모델인 New Generation 

Portable(NGP)를 시장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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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소니가 더 이상 게임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게임기와 휴대폰

을 결합한 Social Network Service 게임 모델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하

였다. 나는 이를 다른 스마트폰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Globalization과 

Localization 전략을 종합한 “Glocalization Starategy”를 내놓아야 한다

고 발표하였다. 발표를 들으셨던 본부장님께서는 본인이 현장에서 근무할 

때에도 Global/Local 전략은 매우 중요했으며 그것을 한 단계 끌어올린 

Glocalization 전략 제안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총평을 해주셨다.

인턴십 채용 과정 및 국가 소개 

일본의 많은 기업들은 공식적으로 인턴십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통지해 

왔지만 앞으로 인턴 과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업들이 많았

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고용시장이 많이 경직되어 있

다. 일본 다수 대학생의 경우 대학교 3학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거의 모

든 학생들이 기업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고, 3학년 1학기 중에 앞으로 자

신이 취직할 기업을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과거의 불황에도 불

구하고 종신고용의 개념이 아직까지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이전보다는 

자유롭지만 직장인 대부분이 되도록 직장 옮기기를 지양하는 분위기가 팽

배하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고용개념이 아직까지 넓게 퍼져 있는 환

경에서 구미식의 인턴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

겠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히타

치와 소니를 포함한 거의 모든 방문 기업들이 해외 시장의 비중을 큰 폭으

로 늘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 외국인 채용 역시 증가할 것이라

고 그곳 기업 담당자분들이 강조하였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분

야에서 일본은 세계화의 바람에 역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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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독보적인 기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세계 선두주

자를 달리고 있는 점은 틀림없다는 인상을 받았다. 일본의 많은 기업 관계

자 역시 일본 경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기업 인력을 

다변화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일

본에서의 인턴 및 취업은 어려운 길이겠지만 그만큼 앞으로 기회가 많은 

진로라는 점을 깨달았다.          

커리어 특강, 현지 특강 및 동문과의 만남 

GTP 일본 편은 일본 기업 방문 이외에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여 참가자

들로 하여금 일본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우선 우리는 

동경대 경제학과 교수님 강의를 수강하였고, 미쓰비시 상사 서울대 선배들

과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일본 총동창회 분들과 식사하며 이야

기를 나누었다. 또한 일본 컨설팅 업체인 리크루트와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KOTRA 일본 사무실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일본 곳곳에서 활

약하고 있는 선배들과 한국 직원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한국인으

로서 일본사회에서 적응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일본에서 한국과 한국

인에 대한 인식이 결코 모두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선배님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

고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며 일본 취업이 어렵지만 해볼 

만한 기회라는 것도 깨달았다. 

일본은 분명 변화하고 있었고 한편으로 변화를 바라고 있었다. 기존의 

경직되고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탈피하고 자유롭고 수평적인 조직을 갖춘 

소프트뱅크·리크루트와 같은 기업들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고, 한국이 국

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면서 일본 안에서 한국인에 대한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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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듯하였다. 강의를 맡으셨던 동경대 경제학과 

교수님도 일본 내수 투자가 줄어드는 현상을 우려하시면서 획기적인 처방

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고 기업 구조를 재편성하고 있었다. 커리어 특강과 선

배님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일본의 이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3. GTP 일본 편을 다녀와서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나는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을 Global과 Local이라는 단어를 혼합한 

‘Glocalization’ 한 단어로 정의하고 싶다. “생각은 글로벌하게, 하지만 행

동은 로컬하게” 해야 한다는 기존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제 “생각도 행동

도 글로벌하고 로컬하게”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왜냐하면 세계와 국가의 

구분이 가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의 일부일 뿐

만이 아니라 세계가 한국의 일부이기도 하다. 한국 삼성전자 공장의 화재

가 세계 반도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SNS의 후발주자인 페이스북

의 급속한 성장이 싸이월드의 운영에 변화를 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

다. 글로벌과 로컬의 축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며, 이제 우리는 시시각각 변

화하는 이 두 축의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길을 정해야 한

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어떠한 과제가 어느 지역에서 주어지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과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현지 언어를 

미리 공부하고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분야를 정하고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

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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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통합형 인재를 원하기 때문이다. 채용할 직원이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면 지연이나 학연에 관계없이, 문제해결 능력과 열린 마음을 더

욱 비중 있게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

는 스스로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GTP를 통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 및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된 점 

일본의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GTP 일본 편에서 얻을 수 있었던 커다란 성과 중 하나였다. 히타치의 원자

력 동남아 진출 방안을 구상하면서, 나는 세계 원자력 발전 비중과 분포, 그

리고 원자로 디자인의 종류에 이르기까지 생소한 내용들을 확인하였다. 이

를 통해서 막연히 알고 있었던 원자력 산업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고, 세

계 원자력 시장에서 차지하는 일본 원자력 기업의 위상에 대해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원자력 산업 관련 인사들을 일본에서 만날 기회는 없었지

만, 발표 내용에 대한 히타치 인사 담당자의 긍정적인 반응에 큰 보람을 느

낄 수 있었다. 

GTP 일본 편을 통해서 나는 팀워크의 중요성을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

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는 제한적인 조별 활동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

과 함께 과제를 수행할 일이 적었는데, 장기적이고 비중 있는 프로젝트를 

동료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팀워크를 통하

여 내가 이전에는 관심 없었던 전자기기와 SNS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력 있게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리더십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었다. 특히,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분야를 깊이 공부하고 사업 제안을 구상하는 동료들

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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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대학생활에서 소중한 한 장으로 남을 것이다. 

향후 계획 

GTP 일본 편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나는 앞으로 원자력 분야에서 일하

고 싶다. 현재 히타치의 채용 과정을 알아보고 있으며 다른 원자력 기업의 

채용 절차도 확인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에서 일을 하려면 일본어

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이번 방문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늦었지

만 지금부터라도 일본어 공부와 학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약 한 달간의 준

비 과정과 일주일간의 방문 여정이었지만 함께했던 분들에게 너무 많은 것

을 배우고 그분들과 소중한 추억을 담아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막연하게 생각했던 취업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해보고 향후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가족과 같

이 모든 것을 공유하며 함께 웃고 슬퍼할 수 있었던 GTP 동료들에게 너무

나 고맙고,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임채성 교수

님과 임유정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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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offers the Global Talent Program (GTP) every 

winter/summer break to facilitate students’ overseas experience. A total of 10 

students were chosen for this year’s February 2011 GTP held in Japan, a country 

which history has made near yet distant, with a focus on the High-technology 

industry. This book is a compilation of the experiences of the participating 

students written in both English and Korean.

The first Global Talent Program started in 2007 with the vision of building 

a program to create global leaders and promote SNU talent abroad. The 

participating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secure internships abroad through 

direct networking with global corpor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o build a global network with alumni working abroad.

This year’s “Japan: High-technology” GTP was held from February 15 to 19, 

for five days. HK Institute Assistant Professor Lim Chaisung of Japanese Studies 

along with 10 students visited Japanese Universities and companies. Some of 

the corporations visited include Japan’s leading companies such as Mitsubishi, 

Nikko Securities, Sony, Hitachi, Fujitsu, Bridgestone, Softbank, etc. Students had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company representatives and receive facility and 

 Fore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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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tours. 

After making the tour, students made a formal business presentation to the 

company representatives on the topics they chose, prepared, and researched 

on throughout the summer. The following are some of the themes that students 

chose. At Hitachi Ltd, students Hunkee Min (Industrial Engineering major), Hye 

Eun Shin (International Relations major), and Taekjin Han (International Relations 

major) made a presentation entitled “GE Nuclear Energy Global Outreach.” 

At Sony Corporation students Hunkee Min and ShinIe Kim (Communications 

major) decided on the theme “Make, Believe.” At Nikko Cordial Corporation, 

students Yunkyung Lee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major) and 

ShinIe Kim (Communications major) presented “New Strategy, New Audience.” 

At SoftBank Corporation, students Jinyang Kim (Consumer and Child studies), 

Sunghee Yang (Civil, Urban & Geosystem Engineering), and HyeEun Shin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e up with a theme in Japanese:  “‘いつもあなたの

ソバに、 ソフトバンク,” which in English translates to “Always with you, Soft.” 

Finally, at Fujistsu, Ltd., Taejin Ahn (Business Administration), Ja-Young Lee (Law), 

and Jaekyung Koh (Electrical Engineering) decided to present “Fujitsu’s Global 

Mission.” Although challenging, preparing and actually making a form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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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o executives of Japan’s leading companies was a good opportunity 

for our students to increase their global competency. Students were able to gain 

confidence in finding internships and jobs abroad through the visits and lectures 

regarding Japan’s economic trend at the University of Tokyo and KOTRA (Japan) 

and the career workshops with fellow SNU alumni residing in Japan. 

Because Japan’s current closed social climate creates limitations for the 

country’s development, the country is pursuing a strategy for more openness. For 

instance, 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has been receiving inquiries and visits 

from Japanese companies to recruit outstanding SNU students.

The students’ visit to Japan served to enhance the perception of excellence 

of Koreans and also helped Japanese companies improve their internship 

programs. For instance, Fujitsu stated that the company would improve the 

current internship program and provide the participating students with internship 

opportunities, while Hitachi mentioned that the company would raise the hiring 

rate of Koreans, which had been relatively low to that of the Chinese. We hope 

that the network created through this year’s GTP will facilitate the process of 

finding and obtaining internships and jobs at Japanes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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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aims to achieve the dream of our SNU 

students to move towards the global environment by providing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developing a more global network, and building an 

information database on international companies to provide a more systematic 

service. 

Lastly, I would like to sincerely express my appreciation to the students that 

participated in the GTP and to Professor Lim Chaisung and Research Assistant 

Yu Jung Lim for organizing the program. 

June 7th, 2011

Lotte International Educational Hall

Director of 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Tae-W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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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Development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s Career Development Center (CDC) helps our 

students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ity experience and 

future professional roles by providing career counseling and internship/job 

preparation services. The CDC assists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in all majors, as well as alumni, for their life-long career development. The 

Global Talent Program (GTP) is designed to develop SNU top-tier students 

into global leaders. CDC staff members work closely with students to help 

them select the right internship, and to provide them with guidance on how 

to make the most out of their internship experiences. 

Global Talent Program 

The GTP suppo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with an opportunity to apply their academic knowledge 

in the global work environment. In doing so, students enhance their job-

related skills in an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setting. The CDC offers 

Global Talent Awards for successful applicants who secure international 

internship employment through the GTP. 

 Global Tal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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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Structure

Students can participate in the Global Talent Program throughout the year, 

depending on their schedule and the depth of experience they may wish to 

attain. Our innovatively designed program consists of several components 

that provide students with the training and guidance to facilitate successful 

internship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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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Highlights

• Development Training

Throughout the GTP process, 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provides students with a series of tools that enable them to maximize 

on their chances of seizing an internship opportunity abroad. CDC 

does this by training each participant how to write international CVs 

and cover letters, as well as how to achieve success in an interview. In 

addition to these tailored services, the GTP helps students to broaden 

their understanding of leadership and international business in a 

multicultural setting through a rigorous academic curriculum.

• Global Talent Award

The Global Talent Award is automatically offered to students 

selected for international internships. This award is designed to assist 

students in meeting part of the expenses incurred while doing an 

internship abroad.

• Accredited Internship

Those who have successfully completed their internships will earn 

3 credits upo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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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Requirements for Eligibility 

The Global Talent Program is open to any student currently enrolled 

as an undergraduate or graduate studen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ll 

candidates must: (1) be full time students and (2) have completed their first 

semester at the time of application. To be eligible, applicants should meet 

their minimum requirements for eligibility.

Applicant GPA Requirements

Undergraduate students: GPA Bo (3.0/4.3)

Graduate students: GPA B+ (3.3/4.3)

In addition to the general criteria, applicants are required to have 

proficiency in a foreign language, which will be assessed at the CDC 

interview. The ability to function in multi-cultural setting, to demonstrate 

initiative, and to work as part of a team will be considered as desirable 

assets.  

 Global Talent Program



140   2011 Global Talent Program

1. Preparation for GTP Japan

What prompted me to apply for GTP Japan?

I wanted to show off my talents all over the world as I have travelled quite 

widely. The first time I thought of working overseas was during my trip to 

Australia when I was a sophomore at school. The sight of confident-looking 

businessmen entering the IBM office at Brisbane made me eager to be one 

of them in the future. After serving in the military, I got a chance to visit my 

senior who was working as a senior product manager at Oracle in the Silicon 

Valley. I was really impressed by the fact that he was managing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I started to dream of becoming a major player in the world.

I became interested in high technologies while majoring in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It was thrilling to learn the core theories that have 

been applied to cutting-edge products that companies advertise. For example, 

 GTP students’ reports

Rising Aspirations to become 
a Global Player
Koh, Jaekyung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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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earned about the CCD technology for sensors in digital cameras and 

information transmission in radio frequency. I naturally became attracted to 

the amazing possibilities that engineering offered, and I decided to devote my 

life to this discipline.

During the winter session, I saw a notice about “Global Talent Program: 

Exploring high technology in Japan” on the school website. It was exactly the 

program that I had been looking; I thought this would provide me a chance to 

develop my dream further.

Application Process

The recruiting process consisted of two steps: a paper screening and an 

interview. The application paper requires you to write about why you are 

applying for this program, what you can contribute to it, and what you will do 

in the future. I tried to emphasize my interest in high technologies since I have 

studied electrical engineering and technology management. I mentioned that 

I would learn a lot about developing and managing technologies, and taking 

values from well-performing Japanese corporations. As for my contribution, I 

focused on my leadership and team skills. I strengthened these skills through 

many activities such as the workshop in Mongolia. Finally, I stated my future 

plans to continue my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Tokyo.

Those who cleared the screening process were interviewed by a professor. He 

interviewed four students at a time, and asked essentially the same questions that 

were there in the application form. However, he focused on some of the answers to 

recognize each candidate’s suitability for this program. If you are well aware of the 

program, and what you want to acquire from it, you could give satisfactory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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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ation Process

After the list of candidates who had passed the interview was announced, 

there was an intensive preparation course for three weeks, prior to arriving 

in Japan. The courses included presentation skills, resume editing, and 

interview preparation, which were all necessary for the recruiting process. The 

presentation skills course was conducted by a presentation consulting firm 

founded by SNU alumni. They analyzed the students’ presentation delivery 

types, and showed us the effective way to perform. My type was blue, the 

color of trust, and I was advised that it would better if I moved around on 

the stage sometimes, using my hands to get the attention of the audience. 

Modulating the vocal tone and techniques of establishing eye contact were 

also discussed.

We prepared our resumes and sent them to an editor in the U.S., who 

provided details comments after reading them thoroughly. We had to spend 

a lot of time on our resumes since we lacked English editing skills and an 

understanding of the basic structure of a resume. The English interview 

lecture was given by a former banker at Wall Street. She explained the natural 

flow of interviews, and conducted mock interviews. We got an idea of how to 

effectively answer questions about ourselves.

However, preparing a presentation about the Japanese corporations was 

the toughest of all these tasks. Three or four students were grouped together 

and assigned one of the Japanese corporations that we were scheduled to 

visit during the trip. Taejin (a business major), Jayoung (a law major) and I (an 

engineering major) were designated to conduct research about Fujitsu,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ompany. I was quite wo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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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we were all from different disciplines, and had little knowledge about 

this particular field. We were confused about what type of company Fujitsu 

is, and what kind of services it provides. Only after reading the annual report 

did we understand that it is a company that provides IT and communication 

services for better business performance. 

Next, we attempted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What message can 

we deliver to Fujitsu?” We focused on the CEO’s statement that more than 

70% of Fujitsu’s sales in 2009 were from Japan. When the Japanese economy 

hits a boom, it really does not affect the revenue. However, revenue becomes 

a serious concern during times of recession, such as during the past two 

decades in Japan. Fujitsu’s net sales and revenue were decreasing over the last 

two years, along with decline of the Japanese economy. In order to recover 

from this setback, Fujitsu designated the year 2011 as the starting point for 

globalization. We finally found that the message about globalization would be 

suitable for Fujitsu, which is dreaming of worldwide sales to reduce risks.

We decided to suggest the path Fujitsu would need to take after analyzing 

its core competencies. The fact that Fujitsu’s server occupies first position in 

Japan and third in the world implies big potential in this sector. If network 

technology were installed on the servers, cloud computing—the most talked-

about service in the IT industry in recent times—would become available. 

Since it is impossible to develop and launch network technology in a short 

period, Fujitsu could consider making an alliance with software companies 

such as Google or Microsoft, which are much more experienced in operating 

and maintaining networks all over the world. The cloud computing service 

could be successfully launched in Korea with a well-designed strateg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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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mall- and mid-sized specialized hospitals are likely to merge and 

form large-sized general hospitals. If so, the need for IT infrastructure to 

systematically maintain operations will increase significantly. We concluded 

that Fujitsu, with the experience of success in the medical IT service in Japan, 

could successfully expand its presence to Korea. 

The preparation process took three weeks without any holidays. I recall the 

times when we got together in a small classroom late at night, discussing and 

criticizing the presentation until we thought it was perfect. We, bewildered-

looking students who lacked expertise, had all become consultants, ready to 

give presentations to managers and officers in various corporations in Japan. 

While conducting the final rehearsal of our presentations, we felt relieved and 

satisfied with the fact that the only thing left for us to do was to meet the tight 

schedule in Japan. 

2. Activities in Japan

Company introduction

We arrived at Haneda Airport in Japan after two hours of flight, filled with 

excitement. Several high-technology related Japanese corporations, such as 

Fujitsu, SoftBank, Sony, and Hitachi had arranged visits during this trip. Right 

after we landed, all of us took a subway to the head office of Fujitsu, where I 

was going to make a presentation. We practiced even in the subway, keeping 

in mind all the pointers given from the preparation session. After a while, the 

tall building came into view. My heart started beating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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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jitsu is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ervice company 

with three categories of businesses: providing technology solutions, ubiquitous 

product solutions, and device solutions. Technology solutions range from 

system infrastructure installment to operation and management consulting for 

the client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More than 60% of sales 

come from this service field. The ubiquitous product solutions category offers 

devices for connectivity to personnel. Cellular phones and laptop computers 

contribute 18% of net sales. The last category is device solutions, namely 

semiconductor devices for electronic products. These devices for servers 

and the ubiquitous products manufactured by Fujitsu make up 11% of net 

sales. Fujitsu is a typical B2B (business-to-business) corporation, except for the 

ubiquitous products.

Companies in Korea that are similar to Fujitsu are LG CNS and Samsung 

SDS. They also provid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businesses. However, the clients for their services are mostly limited to the 

same affiliates due to the Korean conglomerate structure. Further, they do not 

manufacture semiconductor devices for electronic products. If Fujitsu were to 

expand its business to Korea, its major clients would be small- or mid-sized 

businesses, or some of the large companies that lack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After the company introduction session, the student presentation began. 

We received a lot of attention from the audience because the keywords we 

suggested, namely “globalization,” “cloud computing,” and “advance to 

Korean health care market,” contained all the current issues and solutions. The 

solutions were feasible and practical, since we analyzed core competencies 



146   2011 Global Talent Program

first, and drew a specific service in which Fujitsu might have a strong ability 

in the Korean market. When it advances to Korean health care industry, we 

suggested that Fujitsu should target niche markets, and small- and mid-sized 

hospitals, since it is expected that the market size would rise significantly 

with the modification of the law in a couple of years, and Fujitsu’s integrated 

knowledge would then play a major role. 

After the successful presentation, the recruiting managers gave us more 

information on Fujitsu’s role in the health care industry. Fujitsu has invested 

a large amount of money into this field, since Japan is one of the most aged 

societies in the world. Fujitsu is highly reputed for its innovative solutions, 

such as hospital network solutions, which enables doctors to treat patients 

in rural areas. The accumulated know-how is very likely to be helpful while 

expanding its services to Korea.

 

Fujitsu team preparing 

PPT program

Fujitsu team receiving feedback



Explore High Technology in Japan   147

 GTP students’ reports

Internship recruitment process

One of the recruiting managers explained the internship and recruiting 

process to us. Fujitsu does not have any internship program for students. 

This is common in most Japanese corporations. The ratio of international 

employees is still low (about 5%), and most of them are graduates from 

Japanese universities. However, Fujitsu plans to increase the ratio up to 10% 

in the near future, in order to strengthen its global competencies. It may be 

possible to gain an internship or employment opportunity if the contributions 

one can make to the companies are convincing enough. The recommended 

mode of contact is either e-mails or phone calls. 

Country introduction

Korea and Japan have cultural and religious similarities under the Chinese 

cultural area. However, each country integrated its own special, distinctive 

cultures. Although both use Chinese characters, Koreans use the traditional 

characters whereas the Japanese use the simplified ones. Further, Confucianism 

in Korea focuses more on filial piety, while in Japan, it emphasizes loyalty. An 

indigenous religion called “Shinto” (神道) is practiced in Japan. The places for 

indigenous gods, called “Shrines” (神社), create political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Japanese corporate culture seems to be conservative, although it was 

not easy to assess this in such a short trip. The decision-making body is so 

complex that it loses out on opportunities and chances of new and fresh ideas. 

They also tend to be averse to risks, since they have experienced twenty years 

of economic downturn. Many of the corporations we visited seemed to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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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d investments in equipment and infrastructure, and tried to maintain 

status quo. However, it is encouraging that they are increasing the ratio of 

international employees for purposes of globalization, to recover from the 

economic difficulties, and to gain competitiveness internationally. 

Career lecture, meeting alumni

On the first day of our trip, a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Tokyo gave us a lecture on the Japanese economy, with his clear diagnosis 

of the situation, and proposed solutions. The last two decades of economic 

downturn caused Japanese corporations to gradually decrease investments, 

which resulted in a decrease in exports. The overall competitiveness of 

Japan declined, and taxable income was reduced. As a result, a social sector 

appeared, which could not be covered by either the government or the 

corporations. He suggested vitalizin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at run 

on donations. After the lecture, there was a heated discussion about the issue. 

Students also asked various questions about the economy and culture, and the 

professor gave us witty answers.

On the second day, two seniors who work at the Mitsubishi trading 

company were invited to a dinner party. One of seniors sat next to me, and 

told us his success story in Japan. After he joined a Korean trading company, 

he was unexpectedly assigned to one of the branches in Japan. He could not 

speak any Japanese at that time. However, he worked enthusiastically, and 

achieved recognition. When Korean companies were in difficulty in the late 

90s, he pursued an opportunity in a Japanese trading company. When he 

entered the field, he had to deal with a lot of difficulties because there wa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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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Korean. Luckily for him, after a few years, he became a major player, 

with increased trading between Korea and Japan. He is now a manager of a 

section, with a staff of Japanese employees. We all agreed that his story was a 

good example of successfully working overseas.

We were invited to an alumni party in Tokyo on the third night of our visit. 

Seniors who had worked for more than thirty years and had acquired high 

status, as well as seniors who had just come to Japan for business, all came 

together to meet us. We sat with them, listening to their stories. They made 

every effort to give us advice and help. We were touched by their warmth.

On the fourth day, we visited a branch of KOTRA in Japan, to listen to 

a lec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The manager, Shin, 

emphasized that it is inevitable for Korea to import from Japan to increase the 

amount of export, since they are strongly correlated. However, it would result 

in a large deficit. He suggested one way to reduce this imbalance. Kyushu, one 

of main islands of Japan, is very close to Busan (about 200 km away); however, 

it is 1100km away from Tokyo. Thus, it would be possible to bring parts 

from Busan to Kyushu for manufacturing, which is called a “milk run.” He 

maintained that a win-win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necessary 

for further development.

3. After participating in GTP Japan

Strategy to get global internships

This is a truly globalized era. I hope everyone at SNU dreams of be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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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lobal player. One of the Korean social phenomena, where too many 

students compete for national exams, could be wasteful. However, there are 

plenty of better opportunities overseas that are rewarding and fruitful. I will 

make every effort to make my dream come true. Learning English as well as 

other languages is required to communicate with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I will study hard to become an expert in my field as well. I am positive 

that the barrier for global players would not be a challenge if I work hard 

enough. I hope more students share such dreams to demonstrate their excellent 

capabilities on the global stage throughout the GTP or other such programs. 

What I learned from GTP

What I achieved from the GTP is confidence. Even though I was not able 

to speak a word of Japanese, I was able to communicate with everyone, 

and delivered the presentation successfully. I am convinced that I can excel 

in Japan as I interacted with Japanese people during the GTP. All the SNU 

students received a lot of applause for our presentations from the audiences 

at the various corporations. We need to be confident about our excellent 

competence.

I was also able to meet friends with whom I shared my dream. I could 

not have done anything without them during the preparation process and 

the presentation. We learned how to work as a team for better results as we 

discussed and interacted, which I guess is very critical wherever I work in the 

future. I hope we grow further, helping each other ou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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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plans

After graduation, I will apply for the Technology Management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Tokyo. After gaining a Master’s degree from Japan, I 

want to work in Japanese corporations for a couple of years and then apply 

to doctorate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I am confident that East Asia will 

play a major role in the world, and I can utilize my talents globally, with my 

experience and knowledge about East Asia and the rest of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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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ation for GTP Japan

What prompted me to apply for GTP Japan?

During the winter holidays, I was wondering what to do for my future, and 

to improve my career. Long-term internships seemed to be the only option 

available. When I found the notice about GTP Japan, I felt it was destiny 

calling. Japan is where I was born, and the GTP was the perfect program to 

help me grow. However, when I started to think about it, I began to wonder: 

“Is it really worth doing? Can I really work for a month to prepare for this 

program?” The day before the deadline, one of the participants of the previous 

program texted me, saying I should apply for the program as it really suited 

me. Writing my personal letter the day before the deadline was really difficult. 

However, in this short time, I thought deeply about myself; writing the essays 

made me think more about myself, and what I wanted to achieve from the 

GTP.

2011 GTP Japan Report
Kim, Shin I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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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process

A few days after I applied, I got a phone call about the next stage, an 

interview. I went to the SNU career center for the interview. There were about 

twenty people around. Almost all the people there were practicing something 

or the other. The atmosphere was highly tense, and I had to show as if I was 

also rehearsing something. For the interview, four people were randomly 

assigned to a group. This was my first interview, but I was not really nervous. 

It was a strange experience, and I was curious about the result. Thankfully, I 

made it through, and the education process started just a few days later. 

Orientation Process 

1)  Twelve members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 program the first day. We 

introduced ourselves to each other. Then we were divided into several 

groups for the presentations. I was chosen for Nikko Cordial because I 

can speak Japanese. In the GTP group, there were five people who could 

speak Japanese and the rest could only speak English. Most Japanese 

companies needed someone to speak in Japanese, but they allowed 

us to speak in English; except Nikko, they only accepted Japanese 

presentations. For the presentation, we could select the theme. We had to 

discuss what to present, and convey our ideas in 20–30 minutes. We had 

some ideas from cases involving Korean banks, and we built up our ideas 

from these. 

2)  During the second education session, although we knew how to present, 

we were taught the RGB program to identify an individual presenter’s 

style, and how to show off our showmanship. I did not know exa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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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y style was, but after the RGB test, I came to know I was purple, 

which shows that I am passionate and calm during the presentation. 

Through this program, I thought about myself really deeply, and I tried to 

understand myself better. 

3)  During the third education session, we were taught about the Japanese 

cultural background. I was born in Japan and lived there for about fifteen 

years, and I always thought that I knew Japan really well. However, I 

never studied the country in much detail. I knew about Japanese culture 

from my daily life, but I did not know how to really describe Japanese 

culture. Now, if somebody asks me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Japan 

and Korea, I know what to tell them. 

4)  During the last education session, two of the members left, as they could 

not make for the program. During this last session, we were taught how 

to make an impressive resume. Even though we generally knew how 

to make a resume, I did not know how to make a resume that would be 

acceptable to all companies. 

2. Activities in Japan

Company Information

I was responsible for two companies, Nikko Cordial Corporation and Sony. 

Nikko is the most admired financial company in Japan. This company 

was earlier affiliated to Citibank, but is now connected to SMBC. Finding 

information about Nikko was hard. It was not such a bi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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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ly. We only had information from the company’s website.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y need to broaden their customer functions to 

reach younger people. We made a new segment for Nikko, with the younger 

customers as the target. 

Sony is a huge company, and we were able to get more information about 

Sony than Nikko. To tell the truth, I was not the main member from the start. I 

had to work hard to catch up on designing new ideas for Sony. We had a basic 

idea about Qriocity with the new portable device, PSP, and smart phones. To 

connect these things together, we decided to combine local and global, which 

led to “Glocalization” as the conclusion. After a few meetings, I worked as 

the main member, and the work load was twice that of the other students. My 

responsibility was to build these ideas into reality. 

The Nikko and Sony presentations were on the third day. First was Nikko. 

Nikko has a few buildings around the Tokyo station area. We visited the 

main building to explore how the work is done, and to understand Nikko’s 

processes. We had time to listen to the employees, and they told us about 

how they came to the company and their daily work. After visiting the main 

building, we went to the conference room for the presentation. We had 

technical problems that threatened to prevent us from using our slideshow, but 

luckily, the problems were resolved, and we did the presentation perfectly. The 

idea and the background information were good, but the Nikko staff could not 

take in the ideas we presented. In fact, they told us why that kind of problem 

cannot be solved, how they were dealing with the situation, and what they 

were going to do in the future. This was quite disappointing, but this result 

inspired me to work harder than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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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ny presentation was just after the Nikko one. We did not have time 

for lunch, and had to eat sandwiches in the middle of the street, right in front 

of Tokyo station. I had to switch from Japanese into English. Sony had its 

own museum to show visitors the history of the company, and what it is 

mainly manufacturing. I always use Sony electronic products, and it was quite 

amazing to see the new devices. After about half an hour, it was time to make 

our presentation. They said it was the first time students had come to make 

presentations, and especially since we were Korean, as a foreign student I was 

proud to make a presentation at one of the world’s biggest company. As I had 

mentioned earlier, “glocalization” was the main theme. An employee from 

Human Resources told us that his motto while he worked in the U.S. used to 

be glocalization. As he talked about how life and Sony can merge, I was happy 

that at least one company was taking in our ideas. Through the GTP program, 

my morale increased dramatically, and my study skills have greatly developed. 

Career lecture, meeting alumni 

There were lots of special sessions during our visit to Japan. The night 

when we met the alumni was the most interesting night.

I am Korean, and I was in Japan. Even in Korea, I have no relations, and I 

sometimes feel lonely. The alumni who were living in Japan were alumni for 

my high school, and we talked about how life is different in Korea and Japan. 

How each person takes in the international life differs from person to 

person. However, I was pleased to talk to someone who had lived in Japan 

longer than me, and had the same problems that I was worrying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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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fter participating in GTP Japan

Strategy to get global internships 

Knowing many languages will enable you to have a wider choice of areas 

to work in. I need to say that English is an essential language, but other 

languages will help you become a global leader. It is difficult to learn many 

languages in a short time, but studying over time will make more countries 

accessible to you. 

What I learned from GTP 

At the beginning of the GTP, I was confident that I was an expert about 

many problems related to Japan. I learned during the program that I was 

wrong; I was not expert enough to speak about these issues. I had to study new 

fields and learn what exactly these were. However, as I studied, my confidence 

returned. Even if I did not know the new fields, all I needed to do was study. 

In order to do so, I needed to trust the other members, without hesitating to 

ask about what I needed to know. 

While staying in Japan, I served as the interpreter. I had never done this 

before, and it was quite an experience. I was nervous, but I did interpret 

perfectly, and I discovered a new ability thanks to the program. The GTP 

gave me new friends. We trusted each other a lot, and this trust made the GTP 

success. We still meet once a week. I had never experienced this kind of trust 

in a team before. It was a great experience to have before grad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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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plans

My dream is to become a broadcaster. In order to make this dream come 

true, I need to have lots of experience about every aspect. The GTP gave 

me the confidence that I can do so. To be a broadcaster, I need not get into 

a broadcasting station. However, I need to know and learn many things 

throughout life. The GTP was the start necessary to make my dream come 

true. I will build up all the things that I need to do for the future. I still do not 

know what kind of direction it is, but I know that I will be a broadcaster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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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ing for the GTP in Japan

Last semester, as my graduation approached, I found that I had 

accomplished nothing even though I had initially pursued several tasks with a 

strong will. After deciding to find a job, I felt that I should first do something 

with a definite goal. The GTP in Japan captured my attention as an intriguing 

event. A friend who knew of my great interest in Japan recommended 

it to me. Even though I vaguely considered joining the GTP prior to my 

graduation, I never imagined that it would ever take place in Japan. I was 

not only interested in Japan but also considered career-building there, so the 

GTP in Japan, with its corporate tour and internship opportunity, seemed to 

offer an excellent chance. Even after deciding to apply for the GTP in Japan, 

however, I hesitated. I had never submitted an application in English. I drafted 

my application on my own following a rough conception of the responses I 

wished to give. Then, I asked my friend, a former participant in the GTP in 

Singapore, about many other matters to address my shortcomings. I tried to 

Report of Visit to SoftBank
Kim, Jin-yang (School of Consumer & Chil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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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y maximum passion and enthusiasm for the program.

I was called for an English/Japanese interview. The interviewer (a professor) 

required me to either introduce myself or tell him where I wanted to go in 

Japan, whether I intended to get a job in Japan, which sector or company I 

wanted to work for, what I was studying in preparation for this work, whether 

my personality would enable me to demonstrate good teamwork if chosen 

for the program, or some other fact. I felt extremely nervous because this 

was my first interview in a foreign language. The interviewer asked the other 

interviewees to make an introduction, but he asked me only the last question, 

about where I wanted to go in Japan. This unexpected question left me 

confused and dumbstruck for some time. However, I made every attempt to 

give a clear answer in English and Japanese, adding that I eagerly hoped to 

go there even though the professor hadn’t asked that question. I intended to 

show my strong desire to join the program, and a modest smile spread over 

the interviewer’s face. The interviewee on my left had an excellent command 

of Japanese and English, and the interviewee on my right gave proper replies 

based upon a good command of English and Japanese. In the belief that I 

would never pass the screening process, I told myself that participating in 

the English application and interview process had been meaningful in itself. 

Against all expectations, I happily received a phone call announcing my 

success, which probably occurred because the interviewer sympathized with 

my strong will to join the program in preparation for my career-building in 

Japan. On the first day of orientation, I was glad to see that the interviewees 

on both my sides had also passed the screening process. 

From the first day of orientation, we moved according to a tighter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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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expected; we chose the firms we wished to present to and began preparing 

our research papers. After selecting a firm from among Fujitsu, SoftBank, 

Nikko Cordial Securities, Sony, and Hitachi, we prepared a presentation for 

the company. Our data search was limited to online information retrieval, and 

we had difficulty finding the necessary materials regarding foreign companies. 

Moreover, it took us a long time to read the materials because most of them 

were written in Japanese. Our team chose to give a presentation to SoftBank. 

It took a little while for us to acquaint ourselves with a company involved in 

so many diverse business areas. We narrowed our focus to SoftBank’s mobile 

business, the most familiar area, when our problems began. Our top priority 

was to acquire a basic knowledge of mobile communication because most of 

us had little technical understanding of the mobile industry. Accordingly, our 

research centered upon specific definitions of technological bases (e.g., Wi-Fi, 

3G, and femtocell). Consequently, we concluded that our presentation couldn’t 

address the many technical issues because we had not only little knowledge 

of technical areas but also difficulty in understanding such a rapidly changing 

industrial field in the time allowed. Thus, we shifted our focus to the marketing 

sector. With SoftBank’s policy focus on Wi-Fi, we considered marketing 

strategies for the solid expansion of Wi-Fi among Japanese consumers both 

in physical and emotional terms. In formulating market strategies, we took a 

close look at the comparative advantages driven by our Korean origins and 

explored Korean cases for the maximum utilization of these strengths. 

Consequently, we devised marketing strategies on a 3-step basis: the 

creation of Wi-Fi spots through joint CM and a campaign with large-scale 

franchise enterprises, user attraction through the launch of a membership card, 



162   2011 Global Talent Program

Leaving Bridgestone's Headquarters

and a data search using an advanced Wi-Fi spot finder. Our SoftBank team 

produced good, enviable teamwork, which helped us guide and complement 

each another. Notwithstanding many hardships, we really enjoyed preparing 

our presentation.

We pursued prior education sessions throughout the 3-week preparation 

period. Thi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sections: presentation education, 

resume education, and courses on Japanese society. 

First, we received presentation education from SNU graduate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GTP in Hong Kong. They taught us how to design our 

presentation materials and the attitudes and vocalities required of a presenter. 

Moreover, they recorded our presentation practice to allow an objective 

analysis of our shortcomings and strengths. We couldn’t attend the 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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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session due to abrupt changes in the education schedule (starting with 

the lunar New Year’s holiday season), but we had our resume looked over and 

corrected via e-mail. We were very inexperienced in resume creation because 

we had never written one. We revised our original draft through sample 

comparisons and e-mail corrections under the guidance of our instructor 

Lim Yu-jeong. To help us understand Japanese society, the professor offered 

a brief overview of Japan’s social features, national traits, and corporate 

culture. Therefore, we got the chance to modify our gestures and attitudes in 

preparation for the presentation.

After each team’s framework became fixed, we gathered together a couple 

of times to practice the presentation and receive feedback. This was an 

overall exchange of opinions on not only presentation content but also on the 

design of the presentation materials and the presenter’s vocality, utterances, 

and expressions. 

  

2. On-site Activities with the GTP in Japan

SoftBank is Japan’s No. 3 communication enterprise, after NTT Docomo 

and au KDDID. It is also Japan’s exclusive distributor of Apple’s iPhone and 

iPad. Parallel with the overwhelming growth in data ARPU, it has ranked 

first in the subscriber switch rate for four consecutive years. SoftBank is 

also famous for an ad entitled “Father,” which features a dog and its family. 

SoftBank’s phenomenal growth is evidenced by its designation as the brand of 

the year for four years in a row. This company is run by Son Jung-ui, a 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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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Korean-Japanese renowned in Korea for outstanding leadership. 

However, SoftBank suffers from an inherent weakness in call quality 

compared with top industry leaders like NTT Docomo, thereby requiring a 

remedy such as the expansion of base stations. To ease the burden of rapidly 

growing data traffic, it must implement policies focused on Wi-Fi expansion. 

Our team was scheduled to deliver a presentation at SoftBank on the second 

day of our Japanese stay. Upon our arrival in Japan, we moved according to 

a tight schedule all day long, pressed for time. At night, we did a final check-

up of the presentation in our lodgings until dawn the next day. Unexpectedly, 

our presentation evinced many flaws during the final check-up, so we revised 

it. We also had some difficulty in pronouncing Chinese characters, despite an 

earlier successful script rehearsal. On the second day, we continued to mumble 

our presentation script with a vacant gaze while moving from place to place 

on the subway. We became absent minded, leaving a traffic card behind and 

experiencing problems at subway turnstiles. Finally, I fell downstairs during 

my visit to Bridgestone. With a positive and cheerful mind, I considered it 

the price of escaping misfortune during our presentation, and then I left for 

SoftBank.

Shiodome, where SoftBank is headquartered, reminds one of “future” 

cities, with its high-rise buildings and numerous roads that look like bridges. 

SoftBank seemed so vibrant as a fledgling enterprise amid a rapid boom that I 

became temporarily disoriented. When I went to the bathroom and glanced in 

the mirror, however, I realized that I had finally arrived at the very company 

I had been striving for with all my strength for three weeks, and I became 

nervous about our presentation. Five employees from the Depar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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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nel listened attentively to our presentation. As the first presenter, I tried 

to speak as cheerfully and mildly as possible. In retrospect, however, I was 

too nervous to know what I was saying. After our presentation, the audience 

expressed much interest in what we had told them. With regard to the last part 

of our presentation, they agreed about the urgent necessity of troubleshooting 

remedies for applications and Wi-Fi spot searches on the homepage, and they 

seemed impressed by our campaign idea. In particular, they asked plenty 

of questions about the launch of membership cards. Besides commenting 

on our presentation, they also held a brief Q&A session. I expressed my 

interest in internship opportunities at SoftBank, but they told us that SoftBank 

hadn’t yet introduced an internship program for both domestic and overseas 

talent (though it is now considering launching such a program after recognizing the 

Giving a Presentation at Soft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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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ity to nurture both domestic and overseas talent). During our corporate tour, 

we became fully aware that a basic ability in Japanese is a prerequisite for 

a successful career in Japan. In general, English functions as the principal 

language in overseas firms, but having fluent Japanese is key to finding a job 

in Japan. Of course, the required level can vary across companies, from simple 

communication to a good command of business Japanese. It was obvious, 

though, that good Japanese is a basic requirement for employment in Japanese 

firms. After our presentation ended, we looked around an in-house restaurant. 

We were disappointed about not being able to go inside the office due to strict 

security, but we enjoyed the scenic beauty around the restaurant. 

Besides the corporate tour, we took part in numerous programs. On the first 

day of our stay in Japan, we attended a lecture on the Japanese economy given 

by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Tokyo. On the second day, we had a career 

workshop with two SNU graduates working at Mitsubishi Corporation. On 

the third day, we held a homecoming event with SNU graduates working in 

Japan. My most memorable occasion was the workshop with SNU graduates 

currently working at Mitsubishi Corporation. The graduates gave us a vivid 

account of their own working experiences from the perspective of employees 

and foreigners. It was great to hear them tell numerous stories about their 

adaptation to Japanese society. With my personal aspirations to work at 

Mitsubishi Corporation, I took heed of what they told us. The most unexpected 

information was tha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emained prevalent in 

Japan and that women had little chance of promotion to managerial positions: 

Japan is not a good environment for working women. Understanding Japanese 

culture is crucial for foreigners wanting to build careers in Japan. Th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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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s had all highlighted this fact during the corporate tour, but we were still 

touched by the stories of the SUN graduates. As we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career-building in Japan, this career workshop offered us practical help by 

allowing us to hear these candid stories. 

3. After Joining the GTP in Japan

The GTP in Japan left me with plenty of things. In particular, the people and 

the challenging spirit are the most significant results for me.

I had become accustomed to campus life and moving up the grades, so a 

new challenge placed a heavier burden on me than I had ever carried before. 

I dreaded the thought of new people, new environments, and new challenges. 

The GTP in Japan entailed a series of challenges, starting with the application 

process. For the first time, I drew up an English application, had an interview 

in a foreign language, and created a resume. I was unfamiliar with researching 

foreign firms because I had seldom had the chance to do corporate research 

or presentations in my major. At first, I was disheartened by the superior 

capabilities of my team colleagues. To handle my task, however, I stayed 

glued to my computer to retrieve, study, and weigh the information, thereby 

steer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I was proud to see the gradual expansion 

and solidification of my knowledge. I hadn’t experienced the joy of creating 

such challenge-driven output for a long time. I dared to give a presentation 

about SoftBank despite my lack of knowledge (as evidenced by my initial 

question, “What is Wi-Fi?”). To my surprise, I can now easily explai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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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technological priorities and strategies to my friends. Without the GTP 

in Japan, I might never have experienced these proud feelings.

I experienced this pride thanks to the efforts of my team colleagues. Of 

course, the entire period lasted no more than about one month, but, the GTP 

in Japan offered me the benefit of this valuable encounter with my team 

colleagues, who always made up for others’ shortcomings, took others’ 

problems as seriously as their own (or even more so), and dealt with everything 

with passionate enthusiasm.

Based upon what I’ve learned from the GTP in Japan, I will throw myself 

into my future and endeavor to fulfill its potential. My previous career-

building effort was no more than a desire. However, I am now aware of the 

specific preparations and qualifications necessary for overseas career activities, 

and I’ve discovered my limitations. The GTP in Japan also helped me unlock 

one of my untapped strengths, and I will seek the best methods of cultivating 

and utilizing those strengths.

Contrary to my initial expectations, the GTP in Japan offers significant 

benefits beyond simple overseas experiences with foreign companies. It 

enables us to uncover our own weaknesses and untapped potential. We can 

become highly motivated by a variety of highly competent team members who 

passionately deal with everything at all times. Moreover, this program can be 

a turning point in our career planning. Accordingly, I would recommend this 

program to those who seriously ponder their futures and willingly grapple 

with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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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ing for GTP Japan

What prompted me to apply for GTP Japan? 

When I returned to the university from the army, during the fall semester of 

2009, everything that happened at school seemed awkward and strange to me. 

I was worried about my future career, especially since I was an old student 

who had finished mandatory army work. Unfortunately I did not have friends 

with whom I could discuss my worries because I had joined the army earlier 

than most of my friends. During this troubled time, SNU’s career center gave 

me some relief. With some programs operated by the career center, such as the 

test for personal career path, I could find out more about myself, and I realized 

that this is a useful office where students received help for the management 

of their career path. After this, I visited the career center’s homepage daily, to 

check whether there were some programs or internships that I could pursue. 

Finally, about a year ago, I came to know about the Global Talent Program 

(GTP). Frankly speaking, at that time, I was unaware of what the GTP was. 

Global Talent Program: 
Exploring High-Technology in Japan
Min, HunKee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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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 that I would have to visit a global company and make a presentation 

to the HR managers for getting an internship worried me. Therefore, I just 

thought that “GTP is a really good program,” and “If I could speak a foreign 

language fluently, I would apply for the GTP.” Sometime during the last 

semester (fall semester 2010), while I was having tea with a friend, I met another 

friend of mine. I was surprised to find that they knew each other, because they 

had participated in GTP Singapore together. They told me about GTP in detail, 

and I finally understood that the important ability required in order to apply is 

not foreign language skills but a passion and will for the GTP.

Then, I decided to apply for the GTP; but I worried about the country of 

visit, the subject, and the purpose of the particular GTP. Since I hoped to enter 

the IT or trading industry in the future, it would be difficult to apply if the 

subject did not match. While I worried about the GTP, winter vacation started, 

and I enrolled in an academy to polish my English, to prepare for the GTP or 

job interviews. In addition, some weeks later, I heard that the career center had 

started recruiting GTP participants. I accessed the career center’s homepage 

to read the announcement, and felt a shudder: “2011 Global Talent Program: 

Explore High-Technology in Japan.”

Application Process 

The application process for the GTP looks easy, but in reality, it was not. 

For the application, one needs to fill out an application form. I felt ashamed 

when I filled out the career course work because I did not have too much to 

write about; additionally, writing essays in answer to three questions was quite 

a burden. Moreover, although I was applying for GTP Japan, I could not s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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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at all. Hence, I thought I should write fine English essays. Because of 

these reasons, I wrote and edited my essays several times in Korean first, and 

translated them to English, and edited them again after having them corrected.

 A few days later, I got a message that I had been selected for the interview. 

At that time, frankly, I did not feel happy, but was worried because of the 

interview in English. To prepare for the interview, I made some sample 

questions and answers. While I was preparing for the interview, memorizing 

answers, some questions suddenly popped up. “Can I do the program 

successfully in Japan, if I succeed in the interview and become a member 

of the GTP with my memorized answers? Can I hide my real English skills 

until the end of the GTP?” Finally, I threw out all the prepared questions 

and answers, and decided to face the interview with my real English skills, 

and with my passion and self-confidence. My strategy was that I would 

get an average level of English with my experience in KATUSA and SSA 

(SNU Student Ambassador), and I would strongly appeal that as a student 

of engineering, I am the best candidate for this particular GTP. Further, I 

succeeded in my efforts. I was selected to participate in GTP Japan!

Orientation Process 

The schedule of education and preparation for the GTP was really tight and 

difficult because we did not have much time. We had some classes to learn 

how to make presentations more effectively, to present more flexibly, and to 

write a resume in English; we also received a professional editor’s help with 

our work. We took the classes seriously because we thought these classes 

were meant to not only prepare for the GTP but also to develop our abilities. 



172   2011 Global Talent Program

Moreover, the professor who would take charge of us in Japan introduced a 

lot of information about Japan, such as its culture, history, etc. I came to know 

that Japan is very different from Korea, and I understood that I should try 

really hard to understand its culture.

In fact, we needed to spend more time not for education but for preparing 

the presentation. We needed to put our all abilities and knowledge into the 

presentation because the purpose of our visit and presentation was to get 

a chance to land an internship or job in a global company such as Sony 

and SoftBank; we were a group of students who represented not only SNU 

but also the Korean students’ community in general. We wrote reports and 

made presentations based on many books and research data, without taking 

a break, even for the Lunar New Year. Eventually, we completed our report 

and presentation, and also prepared the presentation in English or Japanese. 

Finally, the day we would leave for Japan arrived. We flew to Japan with hope 

and excitement.

2. Activities in Japan

Company Introduction: Sony

Sony is the most famous Japanese global IT company. Although Sony has 

lost some fame compared to earlier, they still attract worldwide attention. Sony 

differs from other IT-companies in that it includes not only an IT department 

but also a department for cultural contents such as movies, music, and games. 

I think Sony will recover its fame soon, when they start to focus on their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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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lity to develop and spread cultural contents and devices such as the portable 

game device, PlayStation Portable, because the era of cultural contents is 

coming, and the importance of this domain is increasing.

After I got an introduction to Sony’s new business area and products and 

attended the presentation by the General Manager, HR, I gained confidence 

in my belief. Their core message was the following: “We don’t do what 

others can do. We just find what we should do. Further, it is done by just us. 

This makes customers happy. That is what Sony has done and will do. We 

entertain customers.” I got really impressed by this message, and decided to 

keep this message in my heart forever, because I think it is a really important 

and basic principle for people like me who want to be traders or developers of 

professional IT products and services: “Entertain the customer.”

Internship recruitment process

In fact, Sony had already announced they did not have any plan of 

internship for us, which made us really depressed. This meant there was no 

reason for us to visit Sony. However, we changed our mind. First, we decided 

to learn about the IT industry using Sony as a case study. Further, we would 

visit and make a presentation to them to get advice and feedback. Second, 

we would make a big impression on Sony with our professional presentation, 

which would make them change their mind. We decided to make our way for 

ourselves on our own.

The subject of our presentation was “Sony should position its new product, 

NGP (Next Generation Portable; PSP2), to portable network device and construct 

an environment for its contents that is glocalized.” Of course, it was a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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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mbiguous subject. The reason we chose this subject was that we felt it 

was a very creative and realistic idea for university students, given our ability 

and knowledge. In addition, this subject would cover almost all the issues 

which are relevant and of interest to the IT industry today. Finally, because our 

team consisted of students from not only an engineering background but also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we could approach the phenomenon and 

the subject from multiple angles, which we felt would make a big impression 

on Sony.

This strategy met with success, and Sony’s managers gave us a big round 

of applause. They said they were really surprised that our research data and 

proposed future strategy was almost similar to theirs. They presented their 

future plan after our presentation, and it was quite similar to our strategy. 

Later, the professor said, “It is first time that Sony gave students a chance 

to make a presentation. Thus, they thought that the students would propose 

a small project or subject, such as a marketing strategy for just one product 

or service, with a very narrow view. However, the GTP students proposed a 

huge plan with a long term strategy, and discussed recent issues. This really 

impressed Sony.” Although we did get any offer for an internship or a regular 

job, we congratulated ourselves because, as a group of students representing 

not only SNU but also Korea, we had presented successfully, made a big 

impression on Sony, and changed their prejudice.

Country Introduction: Japan

Japan is Korea’s nearest and similar neighbor; at the same time, Japan is 

a very different country. Compared to Korea, Japan could give us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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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s. Evidently, the problem of history is the first thing to be resolved, 

but this is too complex and difficult to be dealt with in this context. Moreover, 

it would be more constructive to discuss the future. The Japanese are very 

conservative. Maybe, they are affected by their history (the last ten years of the 

bubble economy), and conservativeness is a characteristic of Japanese culture. 

Personal time and space are absolutely protected from outside threats, and 

they avoid situations that could harm other people.

Since I want to be a global leader in the IT industry, I think a lot about how 

Korea and Japan should incorporate a flow in the IT industry. There is no tim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hence, the boundary of the two countries 

will disappear. In fact, the distance between Pusan and Fukuoka is less than 

that between Seoul and Pusan, or Tokyo and Fukuoka. Further, when there is 

a lot of traffic, such as on Friday nights, flying to Fukuoka takes less time than 

Presentation in front of Sony’s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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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ing to Apgujeong from Kimpo airport, although Apgujeong and Kimpo 

airport are both in same city, Seoul. The only difference is that flying to Japan 

involves going abroad, nothing more. We could even visit Japan and return the 

same day. Just as we order commodities from Pusan via home shopping, we 

could order products from Tokyo in a day, while we are in Seoul. From this 

perspective, Japan would no longer be a foreign country if some economic 

boundaries are resolved, such as the exchange rate, tariff, etc. Moreover, a 

network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uld be constructed. If all these things 

are solved, we can imagine a day when we work in Seoul, visit Tokyo on 

business, sleep in a Japanese spa, and return to the office in Seoul the next day 

by the first flight. Japan would no longer be a “foreign country”; it would be a 

“market” and an “opportunity.”

Career lecture, meeting alumni 

Some workshops and meetings with seniors working in Japan made the 

GTP more instructive. The experience of interacting with the seniors felt 

closer to our reality than the experiences we gained from visiting companies, 

and this helped to motivate us. The meeting with seniors who work in 

Mitsubishi Trading especially impressed me, and I learned a lot. I was worried 

about a future job in IT or trading, and this experience was really valuable to 

me. This experience together with all the other activities provided us balanced 

views and experiences in the 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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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fter participating in GTP Japan

Strategy to get global internships 

Before the applying for the GTP,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member 

is that the program is not just a trip or about a global internship, but about 

choosing and experiencing the industry area that one wants to enter in the 

future. In my case, I was really lucky because the subject of this GTP was 

“Exploring High Technology.” I got the chance to meet seniors who are 

working in Mitsubishi Trading, and hence, I got an idea about the IT and 

trading industry. Moreover, as mentioned earlier, I have an interest in these 

industries. Therefore, students preparing for the GTP should first choose an 

industry area where they want to enter, compare that to the subject of the GTP, 

and apply for the GTP if these correspond; then, the GTP will be helpful to 

their career path.

 Moreover, please do not worry about foreign language skills. Being able to 

talk in English fluently is a basic requirement, of course, but self-confidence 

and passion can compensate for the lack of this skill. In fact, the foreign 

language skills of engineering students like me were not better than the 

skills of other students from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Engineering 

students do have not much time or opportunity to learn English; however, 

they know quite a lot about technology and team spirit from their experience 

working on many projects, and therefore, they are quite competitive. English 

language skills as well as these other skills are important to apply for the GTP 

and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of the 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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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 learned from GTP

From my experience during the GTP, I was able to choose the industry 

area where I really want to enter, and I really need to focus on to make my 

dream come true. I knew that I wanted to be in the IT industry, which was 

an ambiguous definition; now I know I want to work in the field of network 

software for mobile devices. Of course, the path is not clear, yet. However, I 

have narrowed down on my options. Now, I know what I should do to enter 

the industry.

The other important thing I got from the GTP was the people. After about a 

month preparing for the GTP, and five days doing various activities in Japan, 

we became really close to each other. When we were preparing for the GTP, 

writing reports, making our presentations and practising, we sometimes got 

angry due to differences in opinions; but we also encouraged each other 

when we were depressed because we could not get take a break for the Lunar 

New Year. Finally, we were in Japan for five days, where we shared our joys, 

expectations, concerns, and sorrows. We felt like we were family. Even after 

the GTP, we met up regularly. Of course, we also have regular meetings for 

dinner or to prepare projects. Our friendship did not end with the GTP but will 

last as long as we remember each other. 

Future plans

After the GTP, I decided to go on to the next stage of education, i.e., 

graduate school, ironically. This could sound strange, because the purpose of 

the GTP is to get a global internship. For the presentation at Sony, I sought 

research material and studied really hard about the industry because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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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of this industry was not sufficient although I am a senior student 

in industrial engineering at SNU. Especially when I tried to explain about 

technology to the other GTP members, most of whom were not engineering 

students, I felt like I had reached my limit on this project because I lacked 

sufficient knowledge. I think it does not make sense to want to succeed in this 

industry without enough knowledge of the industry. Through graduate school, 

I can acquire more professional knowledge about the IT industry, which is 

necessary. I can be sure about my decision because now I know what I want 

and need to do: study.

Finally, I believe that the experience gained from the GTP has affected my 

career path, values, and life in a positive way. I will never forget the many 

precious memories of the GTP.

In hotel room with G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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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GTP Japan Report
Shin, Hye Eun (Internat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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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ation for GTP Japan

I was in the third year when I heard about the GTP Program for the first 

time. However, I was not too interested in this program because I had not 

thought about working or doing an internship abroad. I just noticed that the 

school was trying to give students various opportunities. However, this view 

changed drastically after I went to Japan as an exchange student.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was not just traveling but actually living in a foreign 

country, and this experience changed my future plans quite a bit. I started to 

think about starting my career in Japan, because life in Japan suited me better 

than expected, and my Japanese had improved so much that I would have no 

problems living there. I decided to get a job in Japan, and after I came back to 

Korea, I began looking for a good opportunity. Around this time, I found out 

about GTP Japan and then applied right away. 

I handed in the initial documents, and then I got a call about the interview 

schedule. I was nervous thinking about the questions I would be as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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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way, I went to the interview without much preparation. As there were many 

applicants in the waiting room, I got even more nervous. This was because I 

realized that there were many other people who were interested in Japan, and 

wanted to build their career there. I was in the last interview group; hence, 

when I went in to the interview room, there were no more candidates waiting. 

Inside the room, there was a professor who looked a little tired after the long 

interview process. The questions were simpler than I expected: the reasons 

for applying to the GTP Program, the plan to get a job in Japan, the company 

that I wanted to work for, etc. The professor wanted to know whether each 

student’s future plan met the purpose of the GTP Program, and wanted to test 

the students’ will. As I had already decided on my career path, I could answer 

all these questions. The next day, I was informed that I had been accepted. 

At first, I thought that the GTP Program offered a chance to visit foreign 

companies, and have an individual interview. However, the GTP Program 

just provides a chance to give a presentation in companies, and whether the 

interview is offered or not is entirely up to the performance of the students. 

Therefore, the quality of presentation and strong will of the students would 

be very important to get an internship offer. More than this, of course, the 

willingness of the companies involved mattered. In other words, even if the 

students’ presentations were good, it would be impossible to get an internship 

if the companies were not interested in the internship system. Considering 

this, it was quite a risky proposition; however, I made up my mind to do my 

best. 

Twelve students were selected for GTP Japan, of which five could speak 

Japanese. We selected one or two companies from among Sony, Soft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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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jitsu, Hitachi, and Nikko Cordial Securities. We had about three weeks to 

prepare, and during these three weeks, we had a kind of orientation program. 

The orientation program involved practicing the presentations, and classes 

about Japanese culture and society. The presentation skills class was conducted 

by a guest instructor who had graduated from SNU and had participated 

in GTP Hong Kong before. Therefore, we got many tips about presenting 

effectively, as well as valuable advice from her. We did rehearsals three times, 

and during every rehearsal, the instructor talked about designing a good 

presentation, voice tone, etc. She analyzed each person’s presentation style, 

and made a video clip of our presentations, so that we could see ourselves 

presenting. Watching my video clip was embarrassing; however, I could find 

some errors of presentation and bad habits such as shaking hands too much. 

The video was quite helpful to correct these aspects. Then, a professor gave us 

a lecture about Japanese culture and society. He taught us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and stressed some rules that we should follow when we try to adapt 

ourselves to the Japanese society. 

During the orientation course, each group chose a subject to present and 

prepared their presentation. I was in the SoftBank team, and my team had 

trouble deciding the subject; we had to choose between technology and 

marketing strategy. SoftBank’s biggest segment is mobile telecommunications, 

and among Wi-Fi, Femtocell, and LTE technology in mobile communications, 

we needed to set the direction: either talk about these technologies, or about 

Wi-Fi that SoftBank had already decided was the most critical business 

strategy. To be honest, we wanted to deal with the technology aspect; however, 

we could not do this because we did not have much time. Moreover, we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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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even predict the near future of IT. Therefore, we decided to deal with 

marketing strategy. The marketing strategy that we dealt with was related 

to attracting more customers with Wi-Fi and membership cards. Moreover, 

we suggested a better Wi-Fi spot searching system for SoftBank. As three 

of the team members did not have a deep understanding about this industry, 

we needed to study hard. Fortunately, we had quite a lot of fun studying, and 

every single member tried hard to make the presentation valuable to SoftBank. 

SoftBank is growing fast by exclusively selling iPads and iPhones; therefore, 

there were a few interesting marketing strategies to suggest; we felt that the 

growing company’s vibrant atmosphere was pretty good. 

As all the GTP members were involved in each other’s presentations, 

and gave many comments during the preparation, this was a very inspiring 

experience.

2. Activities in Japan

 After the three weeks of orientation and preparation, finally, we left for 

Japan to start our five-day journey! When we arrived at Haneda international 

airport, though we were nervous about the presentation, we were just excited 

that we were in Japan at last! 

After the successful presentation at Fujitsu on the first day, the SoftBank 

team members could not sleep at night because we were practicing for the 

presentation the next day. The three members checked the script again and 

again, and rehearsed until dawn. On the day of the presentation, we k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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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ing on the way to SoftBank. 

The headquarters of SoftBank is located in Shiodome, Tokyo. Shiodome 

was redeveloped after 1995 as part of the Shiodome Shiosaito Project, and 

has become the new business center of Tokyo. When we entered SoftBank’s 

headquarters, we were drowned in the lively atmosphere of the rapidly 

growing company. My heart was beating rapidly on the way to the seminar 

room where we were going to make our presentation to SoftBank’s HR 

directors. 

Let me introduce SoftBank briefly. SoftBank is the third biggest 

telecommunications company in Japan. With regard to the speed of growth, 

SoftBank is the number one among the three companies. The main reason 

for its rapid growth is the selling of iPods and iPhones exclusively. SoftBank 

At this time, we did not know the hard schedule that we had to go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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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ed a foothold in this industry, and they have a friendly image, with 

humorous advertisements. However, the most critical shortcoming is that voice 

quality is inferior compared to that of its competitors. SoftBank is trying to 

overcome this by increasing base sites in the near future. In Korea, SoftBank 

is famous for its CEO, Son, who is a Korean-Japanese. KT is comparable to 

SoftBank, regarding the exclusive sale of iPhones. Therefore, we got some 

ideas by comparing KT and SoftBank. 

Coming back to our presentation, there were two senior officers and three 

junior officers in the seminar room. I talked about the membership system 

that would help to attract more customers to SoftBank. Finally, my teammate 

delivered her part, which was about a better system to search for Wi-Fi spots. 

After this, question-answer session began. Fortunately, the HR directors had a 

positive response. It seemed that they had not at all noticed the inconvenience 

of the Wi-Fi searching system on SoftBank’s homepage. Hence, they would 

reform it following our suggestions. Then, they asked us what we (as Koreans) 

thought about SoftBank, and the reason why we chose SoftBank. This 

meant that they wanted to know the image and the level of awareness about 

SoftBank. The presentation was over after we answered these questions. 

 After the presentation, we looked around the cafeteria. As SoftBank is an 

IT/telecommunications company, security is very vital. Therefore, we could 

not explore the office, but we could enjoy the view of Tokyo at least. I envy 

the employees because they can enjoy this beautiful view of Tokyo every day. 

Anyway, SoftBank does not have an internship program; hence, the possibility 

of us getting an internship offer was quite low; but they are increasing job 

opportunities for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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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a short break, we got the chance to meet some seniors who are 

working for Mitsubishi. Moreover, on the third day, we also had a chance to 

meet other seniors together; both these opportunities were very valuable as 

we got a lot of useful advice. The seniors mainly talked about the Japanese 

business culture, and I got to know that there are hug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Japan. As a Korean, these differences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business culture appeared rather stuffy to me. Nevertheless, 

I cannot say which way is better; hence, I decided that I needed to consider 

these differences deeply, so that I could stay and work in Japan without any 

serious trouble. The seniors mentioned that the Japanese people’s perception 

about Korea was getting better in recent years. This change is probably caused 

by the Korean wave; therefore, I could feel the real power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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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fter participating in GTP Japan

 After I came back, I was busy sending e-mails to the HR directors that I 

had visited. I asked about their recruitment system, and along with this, I made 

new and more specific future plans. Many things changed after the GTP. First 

of all, I made many good friends who are very enthusiastic about what they 

are doing. Thanks to them, I am now more passionate about my dream. 

The things that I gained from the GTP are “people” and “worry.” The 

people are the friends who encouraged each other. I am so grateful that I could 

meet these friends when I have only one semester left before graduation. 

Everyone is very enthusiastic and brilliant, and because I could be with them, 

GTP is such a good memory for me. 

Secondly, let me talk about the “worry.” Earlier, I had planned to get a job 

in Japan with only the exchange student experience; but during the GTP, I 

could visit a few companies, and meet HR directors in person. This made 

me think of working in Japan more realistically, especially about living in 

Japan away from my family and friends, and this kind of worry will probably 

continue until I get a job. 

Thanks to the GTP, working abroad has become a realistic goal that I can 

attain someday. Now I know what I need to do to make my dream come true. 

Taking part in this program helped me a lot, as I am planning to apply to a few 

companies. From now on, I will study Japanese better than before, and work 

harder to get a job. During my last semester, I am also going to look for some 

other Japanese companies that attract my interest. 

If someone is thinking of applying for the GTP, she/he needs to specify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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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needs and purpose.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GTP is not about 

giving an internship, but about giving a chance to represent oneself to foreign 

companies. Getting an internship is totally up to the applicants. Thus, if an 

applicant has no specific plan or goal, participating in the GTP would just be 

a waste of time. In other words, the GTP would be valuable opportunity after 

making one’s position clear. Hence, give it a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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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ation for GTP Japan

What prompted me to apply for GTP Japan?

After I finished my military service, I suddenly realized that I would be 

graduating from university the next year. This meant that it was time for me 

to prepare for a job. However, I had barely done anything to get a job, while 

most of my friends had completed internships, or had participated in student 

exchanges, or had taken the English test. One day, I came across the poster 

for the Global Talent Program (GTP) Japan. While reading the description 

on the poster, I came to understand that it was not just about visiting Japan; 

it would provide participants with orientation lectures, such as resume 

editing, presentation skills, Japanese culture, and making a presentation to the 

executive members of Japanese global companies. If I applied for GTP Japan, 

I would be able to take these lectures, and would get an opportunity to make 

a presentation before Japanese executive members together with other SNU 

students.

2011 GTP Japan Report
Ahn, TaeJin (Business Administration/Economics)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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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Process

The application process for GTP Japan was divided into two stages.

The first stage was the selection of candidates on the basis of the applicants’ 

career papers. 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selected two multiple students 

by examining the career papers. At this stage,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member is that every document should be written in English. You could 

ask your friends or English tutor to review your documents before you 

apply for this program. The second stage was an interview. After 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selected two multiple students, the applicants were 

interviewed in groups of three by a professor, in either English or Japanese. 

(Applicants can choose which language they wish to use during the interview.) 

Applicants need to read their documents carefully, including their resume, 

self-introduction, and career plan, and prepare answers to possible questions. 

Orientation Process

One of the impressive things about GTP Japan was the Orientation Process. 

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provided students with three weeks of 

special lectures, such as resume editing, presentation skills, interview skills, 

understanding Japanese culture, etc. 

For three weeks, we attended a lecture on presentation skills, once in a 

week. The first week, our instructor taught us basic skills, and important things 

to keep in mind while making a presentation, and offered us the RGB test. 

This was meant to identify what kind of presenter we were, and which skills 

we should use. During the second and third week, the instructor recorded 

each student’s speech, and gave us feedback about what aspects needed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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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d.

The lectures on resume editing and interview skills were conducted by an 

instructor who used to work at several Wall Street investment banks. For two 

hours, the instructor taught us the basics of how to write a resume in English, 

and reviewed each student’s resume thoroughly.

The lecture on Japanese culture was handled by an SNU professor. The 

lecture was based on the professor’s personal experiences while he studied and 

worked in Japan. This helped us gain very unique and practical information 

that could not be obtained from books or the internet. 

To be honest, for three hours I just focused on my major, and did not 

prepare for a job. However, thanks to GTP Japan, I gained very unique and 

useful knowledge. 

2. Activities in GTP Japan 

Company introduction: Fujitsu

Our team (Jaekyung Koh from electronic engineering, Jayoung Lee from law, 

and Taejin Ahn from business) was assigned to make a presentation at the 

headquarters of Fujitsu, Tokyo. 

Before we chose our topic, we conducted research about Fujitsu. While 

reading Fujitsu’s documents, such as annual reports, research papers of 

investments banks, and newspaper articles, we were surprised to find that 

Fujitsu produced various kinds of products, small and large. In 2009, Fujitsu 

was the leader in Internet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second largest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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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C. market, and number three in the cellular phone market in Japan, 

and its sales exceeded 50 billion dollars. According to the annual report, 

Fujitsu’s products consist of technology solutions (servers, system platforms), 

ubiquitous product solutions (P.C., cellular phones, laptops), and device 

solutions (semiconductors), and each segment covered 62.6%, 18.4%, and 11%, 

respectively, of Fujitsu’s sales. However, we found a weakness in Fujitsu’s 

strategy. Although Fujitsu had advanced to more than seventy countries, 72% 

of Fujitsu’s sales came from the domestic market. Fujitsu had consolidated 

its position in Japan, but if Japan’s economy became distressed, Fujitsu’s 

sales would be severely affected. In order to reduce this risk, Fujitsu plans to 

achieve 40% of total sales from foreign markets. Fujitsu also has its branch in 

Korea. Fujitsu Korea takes a strong position in the retail and hospital markets, 

and handles the University’s IT consulting. (Fujitsu Korea made the SNU portal 

system, which SNU students use every day.)

 As Korean students, we decided to find ways for Fujitsu to expand its 

sales in Korea, so that it could accomplish the targeted 40% of total sales 

from foreign markets. Therefore, we combined the topic of cloud computing 

together with Fujitsu Korea’s strength in the Korean health care industry, and 

chose the topic “Fujitsu’s global strategy in Korean health care industry using 

cloud computing.” 

Career lecture, meeting alumni

During our visit to Japan, special meetings were waiting for us! These 

were meetings with Professor Takeda Haruhito (University of Tokyo) and SNU 

alum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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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day, we met Professor Takeda Haruhito from the University of 

Tokyo. He explained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Japanese economic 

situations using a macroeconomic perspective. During his lecture, he not only 

taught us about Japanese economics but also tried to communicate with us by 

asking and answering many questions. After the class, we had dinner together 

at a Japanese restaurant. During dinner, we had wonderful discussions about 

various topics such as university students’ life in Korea and Japan, culture etc.

The second day, we met two SNU alumni who work for Mitsubishi, Japan. 

I had a chance to talk to Dongkon Chung, who graduated from SNU Business 

School. He told us how he worked at a Japanese company, the advantages 

he had as a Korean working in a Japanese company, what Koreans should be 

careful about in Japan, etc., based on his experiences.

The third day, there was an SNU alumni night. There, I met many alumni 

who work in various fields in Japan, such as fashion, electronics, international 

trade, diplomacy, academics, etc. They provided us with valuable advice. After 

receiving this opportunity, I decided to become a successful person so that I 

can help my juniors (future alumni). 

3. After participating in GTP Japan

Strategy to get global internships 

Through GTP Japan, I realize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getting a 

global internship in Japan is whether or not you can speak Japanese. Although 

there are many global Japanese companies, if you cannot speak Japanes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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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be really difficult for you to communicate with your co-workers. Of 

the five companies that we visited (Sony, Fujitsu, SoftBank, Nikko, and Hitachi), 

only Sony and Hitachi allowed us to make our presentations in English. Even 

worse, there are no internship programs for foreigners in Japan. It is quite 

difficult for foreigners to get a job in Japan. In short, if you want to work in a 

Japanese company, work for a local company and move to the headquarters in 

Japan, or apply for regular recruitment.

What I learned from GTP

First of all, I realized the reason why I should study. Before I participated in 

the GTP, I used to act like a high school student. Instead of considering what 

I wanted to be or what I wanted to accomplish, I just studied in order to get a 

good GPA. However, through this invaluable program, I found what I really 

want to do and what things I should prepare for, in order to reach my goals. 

From now on, I will try my best to learn, study, and participate in various 

programs so that I can accomplish my dreams. 

Secondly, I learned how to effectively use social networks to gather 

information. Because we were supposed to make a presentation to the 

executives of Japanese companies, and not students, we tried our best to 

conduct research thoroughly. During the first week of research, we could get 

information only from the Internet, the company’s official website, and annual 

report. However, we felt we needed more information. Hence, I asked many 

people who work at investment banks, the graduate school, and the university 

computer center, as well as professors in the Business School, and even 

employees in Fujitsu Korea. Thanks to these efforts, we could get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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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nd made a wonderful presentation.

Future plans

As I had mentioned earlier, I learned what I should do to accomplish my 

dream. Instead of studying just to get a good GPA, I realized I should study 

what I need, and continuously think of ways to use the knowledge that I have 

in my daily life. Foreign languages are necessary to work in a global company. 

Moreover, I should focus on how well I deliver what I want to say. Moreover, 

finally, I will practice and use Microsoft Excel and Power Point, and Adobe 

Photoshop frequently, so that I can convey my views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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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eoul, Tokyo, and then back 
onto Seoul
Yang, Seung-hee (School of Civil, Urban & Geosystem Engineering)

07

First in Seoul 

With my university graduation close at hand, I sought to do an internship 

before starting graduate school. I found a notice posted on the SNU portal 

regarding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Career Development Center's 

Global Talent Program (GTP) taking place in Japan. I checked its contents 

and schedule in anticipation of a good opportunity because I not only was 

very interested in Japan but had also planned an overseas internship or career-

building project. The schedule included visits to Japanese enterprises at the 

forefront of the high-tech industry, which fascinated me, being an engineering 

student. Even though I was slightly concerned about the English application 

and several other aspects, I decided to apply for the GTP in Japan with great 

expectations of being challenged and cultivating my competences. 

My written application and interview centered upon my qualifications 

for the GTP in Japan despite my linguistic shortcomings. With so many 

outstanding students applying to this program, I was worried whether I wa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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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league. The application had to be written in English, and the interview 

was conducted in both Japanese and English. In the interview, I was somewhat 

concerned about the other applicants' excellent command of foreign languages 

because I could barely speak Japanese, and my English speaking ability wasn't 

good either. However, I tried to illustrate my qualification for this program 

by pointing to my participation in a general culture course on the Japanese 

economy and 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run by the University of Tokyo) 

and an international summer course on East Asian laws and societies. I also 

mentioned in the interview that these studies galvanized my interest in Japan, 

thereby motivating me to consider a career in Japan and apply to a Japanese 

company. This is why the interviewers concluded that I was well qualified for 

the GTP in Japan.

Prior to our departure for Japan, participants in the GTP prepared for 

our three-week visit by studying the Japanese firms on the corporate tour 

presentation list. We had a total of seven official meetings: an orientation, 

presentation consulting sessions (three meetings), a professor's lecture on 

Japan, a native English speaker's class on resumes and interviews, and a final 

presentation rehearsal. In practice, however, we met together more frequently 

to study and prepare for the presentation. We had to learn about the somewhat 

unfamiliar businesses of Japanese firms and generate ideas for the following 

tasks: corporate data collection and studies, creation of English reports, 

selection and revision of presentation contents, production of presentation 

materials, revision of presentation contents, and rehearsal of the presentation. 

The presentation contents were tailored to specific companies that lay outside 

our specialty, so we had to delve deeper into all kinds of books and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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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reports and papers. To obtain an overview of Japanese firms through 

online data searches, we checked each company's recent business trends, 

volumes, and priorities via annual reports and press releases. To identify 

current trends, we examined the relevant technical materials, business reports, 

and news stories about rival companies engaged in similar businesses. 

While planning and preparing the presentation, we encountered the 

hardships that flow from the limitations inherent in all undergraduate 

students, such as lack of expertise and technical know-how and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foreign nations. As this program was focused on leading 

high-tech companies, we did more than take one class during the semester. 

Notwithstanding our limitations, we complemented one another by drawing 

from the academic backgrounds and knowledge of individual members, 

each plucked from a different place (such as the College of Engineering, Social 

Sciences, Human Ecology, Agriculture, and Law). We sometimes had to modify 

our presentation to reflect Japan's social conditions, cultural background, and 

legal system. To ensure a successful presentation, however, some students 

went even further and asked their acquaintances in Japan for help in analyzing 

and revising not only their own presentations but also those of others.

Finally in Tokyo 

On the day of departure, we woke up at dawn to fly to Japan. Upon our 

arrival, we went to Fujitsu and then visited the other companies on the 

corporate tour list: Bridgestone, SoftBank, Nikko Cordial Securities, S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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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uit, Hitachi, and KOTRA. In formal clothes and shoes that we don't 

usually wear, we moved around Tokyo via a complicated subway system 

from 8 a.m. until the evening in accordance with a tight schedule. Fortunately, 

we succeeded in keeping to our hectic and tense schedule every day. After 

our corporate daylight tours, we moved according to a different schedule by 

night—attending classes, meeting with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Tokyo, 

and meeting with SNU graduates working at Mitsubishi Corporation and 

other organizations in Tokyo. At the end of every day, the entire team gathered 

together with great enthusiasm in a narrow hotel room to evaluate the day’s 

schedule and prepare for the next day's presentation. 

We spent 4 days visiting the above-mentioned companies. Even though 

we were aware of Japanese firms' conservative mentality and atmosphere, we 

were overwhelmed by Japan's unique corporate culture after encountering the 

people in charge of Japanese companies. As irregular recruitment is impossible 

for Japanese firms due to their conservatism and distinct recruitment system, 

we tried to demonstrate maximum competence to the people evaluating us. 

I was chosen to give a presentation on SoftBank, Japan's rapidly growing 

communication enterprise specializing in mobile communication, Internet 

infrastructure, and online portal sites. SoftBank faces insufficient mobile 

network infrastructure despite a rapid growth in subscribers; thus, our team 

proposed three strategies—image building, subscriber attraction, and easy 

and accurate searching—as specific tasks in SoftBank’s ongoing project of 

WI-FI infrastructure creation. In our presentation materials, we identified 

corporate conditions and problems as well as complementary measures 

and troubleshooting directions for Japanese firms' ongoing businesse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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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ing successful Korean cases with our own ideas about social and 

customer trends in Japan. Afterwards, five Japanese executives offered a 

positive evaluation of our joint effort, recommending the utilization of several 

of our ideas.

The professor, teaching assistant, volunteers, and student team members 

enthusiastically moved around the central district of Japan. Being pressed 

for time, we ran while eating rice balls and bread on the road in order not to 

upset the conservative Japanese. Female members wore casual shoes on the 

street, like low-heeled shoes or sneakers, but changed into formal shoes and 

dresses just before their visits to Japanese firms. Our preparatory presentation 

activities never stopped, even when we took the subway or walked or ran in 

the road.

We faced one serious obstacle: the Japanese companies (except Sony and 

Hitachi) required Japanese presentations. Of our ten team members, only five 

had a command of Japanese. Of those five, only one had lived in Japan for a 

long time; two had lived in Japan for less than a year, and the other two had 

studied Japanese in Korea. The remaining five members had no knowledge 

of Japanese. For some companies, we gave an English presentation and 

moved on to an English-Japanese interpretation, which we could provide 

thanks to the prior production of a presentation script and frequent practice. 

The Q&A session remained difficult. If a native Japanese speaker asked a 

question in Japanese, we had to answer it in the presence of Japanese workers. 

Moreover, the questions contained very difficult concepts, and much technical 

terminology was used in their interpretation. We communicated technical 

knowledge via simultaneous interpretation even though none of us w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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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major. We endured this tense event by closely cooperating while 

interpreting and responding.  

The GTP in Japan included not only corporate tours but also evening 

class sessions at the University of Tokyo, which offered us a chance to better 

comprehend Japan's economy and fiscal conditions. 

In an evening lecture by Professor Haruhito Takeda of the University of 

Tokyo, we were given a quick outline of the Japanese economy. He explained 

market movements and the causes of the subdued growth that followed the 

bubble economy using clear but objective analyses. His lecture, based upon 

graphs and numbers, was easily comprehensible despite the language barriers. 

He pointed out the causes of Japan's subdued growth, the future outlook, 

and current risk factors. This helped broaden our perspective on Japan whil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pursuing careers there.

His descrip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was particularly useful and 

interesting to me. I had obtained some fragmentary information about non-

profit organizations in public works via press materials and studies, but he 

clarified the backgrounds of thriving non-profit organizations, the causes 

of government support for non-profit organizations, and the nature of their 

identities. This was something new to Koreans and triggered follow-up 

inquiries on non-profit organizations. Professor Haruhito Takeda answered a 

number of lengthy questions while sharing his valuable opinions with us, and 

we'd like to convey our heartfelt gratitude to him for doing this. 

In a dinner session after the lecture, I was pleased with his willing approach 

and hearty conversation, and I looked forward to seeing him again. I suffered 

some communication problems, probably because of my poor comma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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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but he listened attentively and responded to my English question. I 

deeply regret that I missed out on a chance to communicate with him further. 

If given the opportunity again, I will listen to his insightful analysis of 

Japanese conditions and the future of the Asian economy. 

As we were all envisioning careers in Japan, a homecoming event was 

a good way to meet SNU graduates working in Japan's various industrial 

fields. Of course, we had observed Japan’s corporate atmosphere during our 

corporate tour, but this event led us to rethink our attitudes about career-

building in Japan, as we heard various stories from SNU graduates actually 

living and working in Japan as Korean citizens.  

I was most touched by an SNU graduate who studied the same major as 

me. After graduating from SNU, he completed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at the University of Tokyo. Then, he shifted his career direction to pioneer his 

own career path. I was particularly fascinated by this story. His pointed out the 

differences in working attitudes between the Japanese and Koreans, thereby 

revealing to me the attitudes I need for any future career in Japan. 

We grew more cautious about career-building in Japan through these direct 

encounters with hardworking SNU graduates; it wasn't easy for them to work 

in an advanced country like Japan. We rediscovered the importance of being 

ready for our career-building. We determined to make ongoing efforts in the 

belief that we can pioneer our career paths through thorough preparation and 

the willing acceptance of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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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Back to Seoul

Japanese enterprises seem to offer the advantages of advanced working 

environments, considerable support for employees’ welfare, and relatively 

stable long-term job security. Most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begin job 

seeking in the first semester of their junior year, so their employment is usually 

decided prior to graduation. Korean students should check each Japanese 

firm's recruitment schedule and details and make meticulous preparations 

for career-building. In addition, a good command of Japanese is almost a 

prerequisite for a career in Japan, thus Korean students need to learn Japan's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I believe that active and ambitious SNU 

students, including participants in the GTP in Japan, can be competitive only 

if they challenge themselves after studying Japanese thoroughly.

The GTP in Japan unlocked the potential in its student participants. All 

ten team members experienced the creation of something beyond the simple 

exposure to individual potential; consequently, we demonstrated and cultivated 

our own competences. 

Plenty more still lies ahead for us, but we know that each opportunity also 

represents a daunting test. In the GTP in Japan, we learned that individual 

competence becomes a solution in the name of opportunity and that we can 

find solutions through the cultivation of competence, effort, and cooperation. 

I look forward to further opportunities to grow and meet my own high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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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ation for GTP Japan

What prompted me to apply for GTP Japan?

After I decided to get a job, I was interested in a global career; but it was 

not easy to get the required information. Meanwhile, a friend of mine who had 

participated in the previous GTP program (Hong Kong) informed me about the 

program. I felt that GTP, with visits to leading companies abroad, and help in 

getting an internship, would be an excellent program to help me in developing 

my abilities and career. 

 The experience of working abroad would be a wonderful chance to develop 

and showcase my abilities in the global era. At the same time, however, 

there would probably be some difficulty in getting used to the culture and 

the language, compared to working in a local company. Luckily, I had lived 

in Japan during my childhood, and was familiar with the Japanese culture 

and language. Therefore, I thought I had some advantages in developing a 

global career. Since the GTP this year was for Japan, I considered it a good 

2011 GTP Japa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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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y, and I applied for the program.

 Another reason that I applied to the program is that it would provide a 

chance to get to know other students from various majors, interact with them, 

and share ideas about future careers. 

Application Process 

I wrote an application to get a chance in the GTP. Honestly, I struggled a bit 

because it was the first time I wrote an application in English. At first, I tried 

to answer the questions in my mind, and then wrote them down in English. 

Finally, I asked my brother to do me a favor, and provide feedback and 

modify my application. As my application was written in English, I expected 

the interview would be conducted in English too. I was confident about 

my Japanese; hence, I anticipated some questions and prepared answers in 

English. During the interview, I emphasized that I really wanted to participate 

the program and highlighted the fact that I am familiar with the Japanese 

culture. Further, when the interviewer asked about my major, I emphasized my 

knowledge of economics.

Orientation Process 

The educational, preparatory courses consisted of presentation skills (three-

week courses), learning how to prepare for an interview, writing a resume, a 

lecture about the Japanese culture, and rehearsals of the presentation. I was 

not able to attend the lectures on interviews and writing a resume, but I tried 

to attend the rest of the courses, and learned many things.

 The lecture about the Japanese culture was really beneficial for m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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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ed information regarding the culture inside a company, as well as the 

processes and decision making methods that are unique to Japan. Despite my 

awareness of Japanese culture in daily life, I did not know about the culture 

in an office setting. Information about the unique decision making method in 

Japan, where people make decisions at unofficial meetings like a dinner party 

or at a lounge, was practical knowledge that would be useful while applying 

for a job in Japan.

 The most practical and useful course was about how to make a 

presentation, which was well taught by an RGB stylist. The lecture taught 

us how to effectively use visual aids, effective presentation skills, etc. I took 

a rehearsal picture by myself, and I realized what my wrong habits were. 

Through feedback, I learned how to effectively make a presentation. The 

company I prepared for was Nikko Cordial Security Company. I actually was 

not interested in the financial fields of a security company, and I did not have 

much knowledge about it. Hence, I had difficulties in deciding a topic. 

My team members decided to share the work. The first week, we figured 

out the whole financial fields of the company, and during the second week, we 

tried to find the financial situation, works, and whole products. The contents 

of our presentation changed several times because of the differences in the 

economic and law situations in Korea and Japan.

The private finance rates in America are over 50%, and in Korea they are 

almost 30% of security products such as investment trust, bonds, and stocks. 

However, the financial assets of Japan consist mainly of cash or bank deposits. 

Only 14% comprise security company products. This means that the market 

shares of Japan are very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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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we would like to discuss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products. 

In comparison with Korea, which established the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recently, Japanese people only buy and sell financial trade through the 

bank. Hence, it is difficult to provide a proposition in this situation.

After having a serious discussion, we finally decided to focus on a 

marketing strategy proposition aimed at university students, which was 

matched our situation, emotion, and character well. I made the presentation, 

and Sin-ae checked the grammar of contents. 

2. Activities in Japan

Company introduction

 Nikko Cordial Security Company invests trusts, stocks, and bonds, and 

runs the assets of corporation. The Japanese security fields are different from 

those in Korea. The major customers of Korean security fields are from the 

middle class, and they invest just small amounts of money; however, the 

Japanese security customers are lawyers, doctors, and executives, who earn a 

lot of money. 

Investment by young people who do not have regular income is a unique 

and strange situation.

Cash is the major method of trade, and most companies do not like to invest. 

Hence, I felt that the financial fields of Japan are static and conservative. 

Earlier, I had thought that the financial fields were active and aggressive. (This 

may be prejudice on my part, because I visited the company only for two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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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ression that I got from most of the companies that I visited was 

that the word “eco” was used frequently, as a trend. Environmental problems 

are important issues, and therefore, Japanese companies follow this trend. 

Nikko also created an Eco fund and tried to show that they are interested in 

environmental problems.

Internship recruitment process

Japan also has a system of open recruitment, and they hire over a hundred 

regular workers, but they do not require public English scores, such as the 

TOEIC. 

The selection process is similar to that in Korea. First, the company selects 

candidates by examining their personal profiles, and then, an interview is 

conducted.

However, Japan has a broker, called Recruit. Broker provides the 

information of companies and modifies resumes. Broker claims to help over 

90% of the young people in Japan.

Country introduction

Japan allows a multi-party system, but actually, there are two parties: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After the Democratic 

Party took over, they tried to change many fields such as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Japan, social background is really important, while in Korea, the 

influence of politicians i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thing.

Japan has its own language, and there are not many people in the country 

who can speak English fl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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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panese seem to think that anyone getting scores over 400 in the 

TOEIC is a good English speaker. Therefore, most companies require just 

basic English skills that are required to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Japan has various religions such as Buddhism and Christianity, but is the 

situation is a bit different from that in Korea. While Koreans follow only one 

religion during their life, the Japanese people follow several religions at once. 

For example, they go to a shrine to pray on the first day of the year, and they 

get married in a church, while their funerals are conducted in a temple.

 The Japanese are well known for their regard for other people, and they 

do not wish to bother others. Using a cellular phone on the subway or in a 

bus is prohibited implicitly, and they do not talk loudly in public places. The 

Japanese also do not have conversations in closed elevators.

Career lecture, meeting alumni 

The first day, I took a class about the economic situation of Japan, 

conducted by a professor from Tokyo University. The second day, I met a 

senior who works at Mitsubishi, and I attended the career lectures. The third 

day, I met other seniors who are working in all kinds of fields in Japan.

During the class at Tokyo University, I could learn about the bubble 

phenomenon and the economic history of Japan, especially “The Lost 

Decade.” I could also ask the professor questions about this topic. 

Thus, I could understand why Japanese companies do not want to invest, 

and why most funds do not go on smoothly. Moreover, I could learn about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Japanese, who prefer cash to checks or credit 

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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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is, I had dinner with the professor, and he answered many more of 

my questions.

 During the lecture about career paths, we were able to listen to the 

experiences of alumni who had been working for over twelve years in Japan. 

We were able to understand how we can get the job in Japan. As some of the 

seniors were working at trading companies, we found out that there still is 

discrimination between men and women, and it is worse than in Korea. I felt 

that if I get a job in Japan in the future, I would have to consider the culture 

of discrimination as a critical element. There are some companies like Recruit 

that equalize the roles of men and women, give workers enough maternity 

leave, and are considerate towards the inconveniences women face. The 

culture in most Japanese companies is that the loyalty of the workers toward 

the owner leads to the owner’s consideration for the workers. Thus, anyone 

can enjoy their life and work experience if they use their ability real hard, and 

do their best. Through these lectures, I was able to dream of working in Japan.

 At the alumni association, I had a chance to talk with an older alumnus 

who teaches at the Tokyo University. He had studied in America, and had then 

come to Japan. Hence, he was familiar with the feelings and the good/hard 

parts of working in a foreign country as a foreigner. At the same time, he told 

me about his experiences in America, and I could broaden my vision about my 

future career. 



Explore High Technology in Japan   211

 GTP students’ reports

3. After participating in GTP Japan

Strategy to get global internships 

It is difficult to get an internship at a Japanese company because they do 

not have this recruitment system. Therefore, to achieve a career in Japan, you 

would have to apply for the job when regular recruitment is conducted, or you 

would need to be sent to Japan from Korea. In addition, keeping in touch with 

alumni who are working in Japanese companies, studying the special aspects 

of the Japanese culture, etc. will help you to get a job. An alumnus whom I 

met during the GTP told me that he wanted many juniors to showcase their 

ability in Japan. I think getting advice from such alumni could also help you.

What I learned from GTP 

I learned about the securities and stock market, and started to have an 

interest in this area while preparing for the GTP. In fact, after I came back 

to Korea, I borrowed some books about the stock market, which I am now 

studying. 

The most wonderful thing I achieved from the program is my new friends, 

who participated in the GTP, and shared the experience. They have clear and 

firm destinations, and are sure about their dreams. They are more passionate 

than any others I know, and at the same time have a good heart. While 

preparing for the presentation, we helped each other, and shared ideas. I 

learned a lot from my new friends, and I rethought my aspirations about my 

career. It was a priceless opportunity that I helped me to grow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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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plans 

After I came back from Japan, I seriously thought about my future career. 

These days, I am trying to find out exactly what I want to do, what I can do, 

and what I should do for my career development. To pursue a successful 

career, I will learn to use Microsoft Office tools such as Word and Excel. I 

will also try to improve my English, because I felt that my English ability was 

limited while preparing for the GTP.

Lastly, thank you for giving me the wonderful chance to develop myself, 

meet great friends, and visit some of the outstanding companies of Japan.

Presentation at Nikko

Photo shoot at subway station in Japan

I had a presentation 
this day about 
marketing strategies, 
namely targeting youth 
as the new customers.

I met nine talented, 
passionate people 
through the GTP and 
became friends with 
them. I got the chance 
to rethink my vision, 
dreams, and career 
path because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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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ing for GTP Japan

Reasons for applying

I first found out about GTP Japan through our university’s website. I 

immediately knew that this was what I wanted to do, since it closely matched 

the expectations that I had for my future career as a legal professional. 

As I have always been interested in Japan and have always admired the 

professional way in which Japanese companies protect their technologies, 

I was certain that GTP Japan would help me further my interest in dispute 

resolutions in the field of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Preparing for application

After submitting my resume, I was soon informed that I would be 

participating in the interview. I did not have time to prepare for this; yet, 

I would like to stress that as long as you have clear reasons for wanting to 

participate in GTP, and as long as you have your eyes clearly set on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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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s, the GTP interview is nothing to be afraid of.

Preparing for the program

Preparation for the GTP mainly involved preparations regarding 

presentation skills, most notably in the form of a course conducted by an 

RGB specialist consultant, as well as studying the societ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Japan. With regard to the former, I was very impressed with 

the various aspects that the RGB specialist took into consideration, as she 

pointed out things we could improve in our presentations in order to improve 

our efficacy. I had never before participated in any such course; therefore, I am 

quite sure that what I learnt regarding effective presentation and transmission 

will help me for a long time to come.

Secondly, the courses that the professor taught us with regard to the socio-

cultural characteristics of Japan helped me truly understand, appreciate, and 

evaluate the Japanese society. It also proved of great value in understanding 

the various personnel that we encountered in Japan.

2. GTP Japan

Company introduction

The firm that I prepared for was Fujitsu. Our team consisted of three people; 

I presented in Japanese, and translated the others’ English presentations. 

Since Fujitsu was the very first firm that we visited, we hardly had time to get 

nervous after we arrived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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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ople at Fujitsu were very cordial and kind. After showing us around, 

they attended our presentations. After our presentations ended, they posed 

questions about the methodology of our research, and the ideas that we had 

about Fujitsu’s future as well as present condition.

For me, personally, it was quite challenging to respond and interact in 

Japanese in such a professional setting, as I had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do so until now. Nonetheless, I tried my best to convey our messages in 

a convincing, yet non-obtrusive manner. I believe that standing up to this 

challenge has benefited me, and will continue to help me in my studies of 

Japan and in my experiences with Japan.

Internship recruitment process

One disappointing aspect about our experience was the fact that, as of now, 

Japan does not have any internship programs as we have in Korea or in the U.S. 

As such, the response that we received to our presentations was rather mixed, 

with some firms even declining to have us present when we visited them. 

Luckily, it seems that GTP Japan was a starting point for Japanese companies 

to change, and in the future, there might be more internship programs 

available to Korean students.

Country introduction

Until now, I only had fragmented knowledge of Japan, which mainly 

consisted of information gathered during short-term visits, while on vacation. 

Through the GTP, however, we visited a variety of multi-faceted businesses, 

which were all very different. In retrospect, I think that this exposure to suc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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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 spectrum of businesses helped me to see and understand various aspects 

of the Japanese society as well.

Career lecture, meeting alumni 

It was interesting to meet seniors who had gone on to study or work 

in Japan. I was especially impressed by those alumni who held seats as 

professors in Japanese universities. Their stories helped me understand how 

to prepare for studying in Japan, as well as what to expect if I wanted to get a 

degree from Japan.

3. After participating in GTP Japan

Strategy to get global internships

As mentioned earlier, the Japanese idea of internships differs greatly from 

that in Korea. As such, I am afraid it is impossible for me to explain how 

to achieve a successful internship in Japan, as Japan does not offer such 

internships.

What I learned from GTP

GTP helped me in a variety of ways. I grew to appreciate the Japanese 

culture much more than before, and I also grew to understand Japanese 

society. I also improved my Japanese by a great deal, and learnt a lot about the 

business climate, and how to adapt to Japanese business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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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plans 

As mentioned earlier, I sincerely believe that as an aspiring legal expert, 

the experiences I had in Japan will be vital for me ultimately, in my study 

of international disputes regarding the use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especially since I hope to be exercising law in Japan one day. Based upon 

my application for internships through GTP Japan in the spring of 2011, I am 

planning to apply as an intern at a Japanese firm (interning is mandatory for law 

school students) in the summer of 2011. Moreover, in 2012, I hope to become 

an exchange student at our law school’s Japanese affiliate school, the graduate 

school for law and politics at the University of Tokyo. Once I finish my 

graduate studies and pass the bar exam, I hope to become a lawyer specializing 

in international disputes in the technology-related fields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e. I plan to further my global capacities by acquiring my 

LLM in the U.S., thereby gaining authorization to practice in the U.S. as well. 

After doing so, I would like to move to Japan and work at a global law firm 

there, as I am convinced that the high value that the Japanese attach to the 

protec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way they immediately respond 

through legal means to any infringements thereof will make Japan the most 

informative country for a lawyer with my career aspirations. Ultimately, 

through my experiences in Japan, I hope to return to Korea as a leading 

expert, both as a practitioner as well as an academic, and would one day like 

to return as a professor, preferably to my alma mater. I hop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elated legal theories in Korea as well, by teaching future 

generations about the professional experiences that I would have gained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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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ing for the Global Talent Program 

What prompted me to apply for GTP Japan?

“A tree that has been transplanted grows feeble, but a man who has moved 

out grows wealthy.” As a stud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I have always 

valued this Chinese proverb. Today, we are living in a world where every part 

of the society is highly globalized. In such an environment, I wanted to work 

abroad, outside of my comfort zone. For this reason, I applied for the Global 

Talent Program in Tokyo. 

I was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nuclear energy industry in Japan. 

Although it has been seldom publicized, Japan has a remarkably mature 

nuclear industry. Recently, Toshiba bought Westinghouse, the largest nuclear 

energy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Mitsubishi Heavy Industry allied with 

Areva, a French nuclear energy company; Hitachi jointly founded a nuclear 

business with General Electronics (GE) from the United States. In the future, 

nuclear energy will gain more importance as we are facing the challenges of 

Wealth Comes to the Man of Venture:
Global Talent Program in Tokyo
Han, Taek Ji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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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change and depleting fossil fuel resources. Through the Global Talent 

Program, I wanted to seek internship or job opportunities in Japan’s nuclear 

energy industry.

Application Process

I prepared my application to the Global Talent Program as if I were applying 

for a job in a Japanese nuclear energy company. Unfortunately, I could not 

write my application in Japanese. I believe I have many things to contribute to 

Japan’s nuclear energy industry as many companies in the industry are rapidly 

globalizing. In my application, I stressed that the nuclear energy companies 

would be more interested in international recruitments as many of them are 

now deeply engaged with foreign counterparts in the field. In Japan, the 

nuclear energy companies now form partnerships not only with companies 

from the United States or France, but also with companies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and Latin America, where there are increasing 

demands for nuclear energy. During the interview with a professor, I tried to 

highlight my commitment to nuclear energy in a global market. Although I 

studied international relations, I have long been interested in nuclear energy 

policies. I expressed my dream to work in the nuclear energy industry in Japan 

after the Global Talent Program at Tokyo.

Orientation Process

The training for the Global Talent Program was both essential and intensive. 

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organized many workshops, including 

individual resume and presentation consulting. However, one of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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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ing tasks before the trip was a team project in which the participants 

proposed a business plan for the companies that we would visit. The proposals 

were to be presented to the representatives of the companies in Tokyo. 

Therefore, we had to present our proposals based on a detailed analysis of the 

relevant companies and their businesses. Moreover, it was not an easy task 

to present our ideas in a succinct manner within 10–15 minutes. Until the 

last day before the trip, each team made rehearsals for the presentations. 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provided us every facility required to effectively 

improve our presentations. 

Perhaps, it is not an unusual task for employees in the private sector 

to make business proposals. However, for college students like us, it was 

difficult to draw ideas for business proposals. First of all, we could not get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the companies that we were assigned, as well 

as the business that our proposals were based on. We relied heavily on the 

websites of the companies, but most of the content on the web was meant 

for promotion, and we lacked the background understanding necessary to 

critically digest such information. Furthermore, many resources were in 

Japanese, and therefore, some of the participants had to get assistance from 

other participants who could read Japanese. My team mainly utilized reports 

published by investment banks and consulting firms, and news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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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tivities in Japan 

Company Visits

I presented business proposals for Hitachi and Sony. Hitachi is famous for 

its home appliances, and also deals with construction, communication, and 

energy businesses. Until recently, about 59% of its revenue was concentrated 

in the Japanese market, but Hitachi plans to increase its shares outside of 

Japan, such as in Asia, particularly in China. Hitachi expects that more than 

half of its revenue will be invested outside of Japan in the near future. Hitachi 

actively engages in the nuclear energy market. In 2007, Hitachi integrated its 

nuclear energy business with GE, and jointly founded Hitachi-GE Nuclear 

Energy Ltd. It has become the third largest nuclear energy company in the 

world, with about 20% of the market share.

At the Hitachi Headquarters, I presented the topic “Hitachi-GE Nuclear 

Energy Global Outreach.” Most of the nuclear reactors under construction 

are Pressured Water Reactors (PWR) rather than Boiling Water Reactors 

(BWR). Yet, Hitachi only specializes in BWR designs instead of PWR designs. 

Because of this, Hitachi-GE’s current market share is expected to decline, 

especially in China, Russia, and Korea; these countries accept only the PWR 

design. In order to overcome this challenge, I suggested that Hitachi-GE must 

introduce nuclear energy to Southeast Asia with PRISM reactors and Smart 

Grid systems. Southeast Asia has not yet decided which type of reactor is to 

be their model nuclear reactor, and it fears that nuclear fuel would become 

a political headache in the future. A Hitachi representative from the Human 

Resources Division was very interested in my proposal. A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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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ly appreciated my research on nuclear energy because Hitachi is 

mostly known for its home appliances instead of its energy systems. Further, 

he added that Hitachi was looking for ways to introduce nuclear energy in 

developing countries. 

The Sony Group was another company where I presented a business 

proposal as part of a team. The Sony Group is a world-class manufacturer of 

electronics, but is also the fifth largest media group in the world. It started its 

business as a small repair shop for transistor radios in 1946. Sony introduced 

the Walkman in 1978, which marked the “First Golden Age” of the Sony 

Group. The “Second Golden Age” came with the PlayStation 2. More than 

150 million units of the PlayStation 2 were sold around the world. The Sony 

Group is unique because it possesses media shares along with electronics. Last 

year, Sony Media introduced “Spiderman 3” and “The Social Network.” Like 

Hitachi, Sony also plans to increase its revenue in foreign markets, and it has 

appointed Howard Stringer, a British businessman, as Chief Executive Officer 

(CEO).

Together with other participants, I made a presentation about how the Sony 

Group could promote the New Generation Portable (NGP), a new game player 

that Sony will introduce in the market in the near future. We suggested that 

Sony should no longer concentrate only on game player devices like Nintendo, 

but integrate it with social networking services. In order to differentiate NGP 

from other products, the Sony Group should implement the “Glocalization 

Strategy,” which combines local communities through global networks. A 

representative from the Sony Group, the General Manager, was impressed 

with our “Glocalization Strategy,” commenting that the global/local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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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been an important part of the Sony Group even when he was working in 

the United States several years ago.

Internship Recruitment in Japan

Before the trip, we were informed that the Japanese companies were 

not planning to recruit interns from South Korea. In fact, most of them did 

not have any internship programs in their recruitment process. However, 

the representatives from the firms I visited mentioned that they planned to 

adopt internship programs soon. In comparison with South Korea, the labor 

market in Japan seemed to be less flexible. For example, college students in 

Japan usually apply for their jobs at the beginning of their junior year and 

receive a notification from the employers that same year. Despite the “lost 

decade,” the concept of life-long employment is deeply rooted in Japan, and 

hence, employees seldom change their jobs. Thus, it is natural that internship 

programs have not been properly institutionalized in Japan, where the 

traditional concept of employment remains strong and pervasive.

Nevertheless, I could sense that Japan is changing. Hitachi and the Sony 

Group are committed to increasing their revenue shares in foreign countries. 

The representatives stressed their strong interest in recruiting “global 

employees” in order to diversify their human resources. It was unfortunate 

that some firms were not actively responding to the wave of globalization 

today, but it is difficult to ignore that Japan still remains a main player in 

the global market with cutting-edge technology and rich capital resources. 

Notably, some of the representatives were acutely aware of the challenges and 

problems of the Japanese economy and were preparing to face such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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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iversified employees. For these reasons, I concluded that there are many 

employment opportunities in Japan, although it would be still very difficult to 

cope with the deeply rooted traditions in the country. 

Career lecture, meeting alumni

The Global Talent Program not only organized visits to various companies 

but also provided opportunities to meet with people working in other fields. 

On the first day, we attended a remarkable lecture conducted by an economics 

professor from Tokyo University, and a dinner party with a group of alumni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Furthermore, we visited KOTRA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Cooperation) and participated in workshops with Recruit, 

a Japanese consulting firm. I really admire some of the alumni who have 

overcome cultural barriers and prejudices that they faced as Koreans settled 

in Japan. Although the Korea-Japan relationship has improved over time, 

the overall perception of Japan in Korea remains a challenge for both sides. 

However, as one of the alumni mentioned, “Japan is truly in a transitional 

period,” where we can find many opportunities.

In fact, Japan is changing, and Japan wants to change itself. While many 

companies in Japan still maintain a hierarchical organization, newcomers like 

SoftBank and Recruit found an opportunity to penetrate into the market with 

flexible and open structures. Korea has now become a major player in the 

international market, and the Japanese people no longer regard Koreans as 

they did in the past. As the professor from the University of Tokyo mentioned, 

Japan is looking for breakthroughs to overcome the economic stalemate. 

Companies are restructuring their businesses while domestic investment i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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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ine. I could picture Japan standing at a critical and pivotal point. 

3. After participating in GTP Japan

Strategy to get global internships

I would like to summarize the winning strategy of global internship with 

one word: “glocalization.” In the past, people said, “think global and act 

local.” However, today we must “think and act global.” The divisions among 

the states are becoming lesser every day, and the concepts of state and world 

are becoming synonymous. For instance, Korea is a part of the world, but at 

the same time, the world has become a part of Korea. A fire in the Samsung 

manufacturing factory in Korea directly impacts the prices of semiconductors 

in the world market. Facebook, a latecomer in the social networking services, 

became a major player, surpassing Cyworld, a forerunner in the market. 

The axes of global and local are constantly changing their dimensions and 

directions. We must now be aware of these constant changes for our future 

career path. 

To survive in the ever changing world, we must be open-minded, with 

problem-solving skills. We must be able to manage any task, anywhere in 

the world. Of course, it would be important to learn the local language, and 

the technological backgrounds of relevant fields. However, companies now 

ask for employees with integrated skills to whom they can freely entrust their 

assignments. If their future employee is not a native but a foreign candidate, 

a company focuses more on his or her problem-solving skills and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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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edness rather than on the origin or educational background. Therefore, 

more experience always helps in a winning strategy for global internship. 

What I learned from GTP

The Global Talent Program gave me the valuable opportunity to study the 

nuclear energy industry in Japan. As I wrote the business proposal for Hitachi, 

I checked all aspects of the nuclear energy market in the world, including the 

distribution of nuclear power plants, the types of nuclear reactors, the nuclear 

fuel cycle, etc. Through this research, I could better appreciate the complexity 

of the nuclear energy industry, and the important role of Japan in the 

market. Although I could not meet people who work in the nuclear industry, 

my presentation was well received by the representatives at the Hitachi 

Headquarters in Tokyo. This was no small achievement for me.

In the Global Talent Program, I learned to value the importance of 

teamwork. On campus, I did not have many opportunities to implement 

projects with other members. Most of the assignments were individual 

projects. However, teamwork was a crucial part of the program, and I learned 

a lot from the other members. For instance, I am now familiar with electronics 

and the social network service industry, thanks to Hunki and Shinie. Besides, 

I was particularly impressed by the leadership skills that Hunki demonstrated. 

My colleagues were all very eager to lead what they were passionate about. I 

will remember my time with them as a priceless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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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plans

I would like to work in the nuclear energy industry. I have contacted 

representatives at the Hitachi Headquarters about their recruitment process. 

Further, I will check out the recruitment process of other nuclear energy 

companies. I realized the importance of language through this program. 

Language is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implicit culture of Japan. For this 

reason, I will start to learn the Japanese language, in order to be a part of a 

company in Japan. We prepared for the program for a month, and stayed in 

Japan for a week. This period was too short to appreciate the real value of the 

people who I worked with. Nevertheless, I learned so much, not only from the 

people I met in Japan, but also from the participants in the program. Getting a 

job was the least of my concerns on campus. However, through the program, I 

now try to look for more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It is something to be 

earned rather than to be taken for granted.

I cannot thank enough the people I worked with. I have learned so much 

from them. Moreover, I truly appreciate all the support from Ms. Im and 

Professor Im. Nothing would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ir tremendous 

sacri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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