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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재학생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매학기 

방학 중에 Global Tal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TP 프로그램은 국제적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2007년부터 개발되어 실시

된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참가 학생과 해외 주재 글로벌 기

업 및 국제기구와의 직접 연계를 통해 해외 인턴십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를 홍보하는 한편, 참가 학생과 해외 근무 

중인 서울대학교 동문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활발한 인적 교류를 하

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11년 8월에는 우수 재학생 10여 명을 선발하여 전 세계 금융계와 IT를 

선도하는 미국의 글로벌기업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책은 참가 학생들의 경험

담을 국·영문으로 수록한 것입니다. 

이번 미국 월스트리트 및 IT 기업 편은 2011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본교 경제학과 전영섭 교수님의 인솔로 10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미국

의 대학과 월스트리트 및 IT 기업을 탐방한 내용을 엮었습니다. GTP 학생들

은 PricewaterhouseCooper, Microsoft, UBS, Citibank,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등의 대표적인 미국 기업을 방문하여 그곳 기업 인사 관계자

들로부터 기업 소개를 받고 기술 체험관을 견학하였습니다.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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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방문 기업의 실무진 앞에

서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Microsoft에서는 “Beyond the Essential”이

라는 주제 아래 소비자아동학부 임재은, 경제학부 안유진과 서대찬 학생이 발

표를 하였고, PwC에서는 경영학과 최광석 학생이 “Cross Border M&A”를,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에서는 자유전공학부 최필준, 경제학부 한

장훈과 경영학과 정예린 학생이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해서 외국계 IB로

서 대응방법”을, Citibank에서는 경영학과 원혜선, 이자영과 경제학부 이수

진 학생이 “Possible Opportunities for Citi Along with the FCA Change 

in Korea”를, Henry Schein에서는 이수진, 안유진, 정예린 학생이 “Analysis 

on Henry Shcein’s Acquisition in Veterinary Industry”를, 그리고 Morgan 

Stanley에서 최필준, 최광석, 원혜선과 서대찬 학생이 “Morgan Stanley가 

PMI(Post Merger Integration) Advisory를 Cross-border M&A 분야에서 성공

적으로 수행하려면 - 제언: 서울대학교 아시아센터와의 전략적 제휴”를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동문들과의 밤’을 통해 더 많은 네트워크

가 형성될 수 있었고, 이번 GTP를 통해 미국 기업은 물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어 유익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력개발센터는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자 하는 서울대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킹과 해외 기업 

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학생들을 인솔하여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해준 전영섭 교수님과 이

윤경 연구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2년 1월 16일

롯데국제교육관에서

경력개발센터 소장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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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그리고 계기

GTP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게 된 계기는 2010년 처음으로 시작한 글

로벌 역량강화 캠프에서였다. 이틀 과정으로 이뤄진 이 프로그램에서 글로

벌 커리어를 쌓고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중점적으로 

배양해야 하는지, 다양한 문화에 관해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지에 관한 

유익하고 알찬 강의로 가득했다. 또한, 강의 마지막 부분에 GTP라는 프로

그램의 소개와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배들로부터 생생한 경험담까지 들을 

수 있었다.

 학생 보고서

세계를 향한 나의 열정, 
GPA로 찍히지 않는다!
서대찬 (경제학부 07학번)

01

군인 병장 말년 휴가 때 참여한 글로벌 역량강화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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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2011년 2월에 있을 ‘GTP JAPAN, IT’에 많은 관심이 갔지만, 육

군 병장이었던 나의 신분적 제약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많이 미흡한 준비상

태를 고려했을 때 GTP 일본 편은 내게 있어서 굉장히 요원한 목표였다. 하

지만, 학부생으로서 세계 유수의 기업에 찾아가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흡사, 삼

국지에서 제갈량이 오나라의 손권을 설득하기 위하여 혈혈단신으로 혼자 

오나라로 건너가서 수많은 오나라 대신들의 질문에 훌륭하게 대답을 한 부

분이 생각나면서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또한 고시가 아닌 기업체에 취직을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GTP가 매력

적인 경력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학부생으로서 가장 어려운 것

은 내가 어떤 분야를 선택해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금융? 마케팅? IT? 어

떤 직무, 어떤 직군을 선택할 것인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나 역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런 나에게 IT와 금

융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2011 여름 GTP’는 커리어 선택의 출발점에서 

최상의 기회였다. 장소 역시 매력적이었다. 뉴욕과 보스턴. 실질적으로 세

계를 움직이는 거대 국가인 미국, 그리고 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월스트리

트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나를 끌어

당겼다.  

따라서, 잠정적인 목표를 미국에서 있을 GTP 도전으로 하면서 복학하는 

학기에 이를 착실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겨울방학

2011년 1월, 복학한 남학생들은 알겠지만, 난 꿈에도 그리던 민간인이 

되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민간인이 되고 개학을 하기 전, 약 두 달의 

시간 동안 난 기초적인 영어공부와 더불어 학교에서 하는 매경 TEST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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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으면서 군 생활 동안 많이 잊었던 경제/경영 기본지식을 다시 복기할 수 

있었다. 또한, 이건 흡사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만 같은, 경력개발센터에서 주

최한 “복학생을 위한 직무별 취업 캠프”에도 참여하면서 취업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 나갔다. 이런 저런 활동들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이를 증명해 줄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

를 들어 영어실력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력서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은 마땅치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따라서, 방학 동안 토익 900점대를 만

들기 위한 목표로 시험을 봤고, 방학이 끝날 때쯤 목표한 점수를 얻을 수 있었

다. 더불어, 매경 TEST로 인해 기초적인 경제/경영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

었고 부가적으로 시험에 응시해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1학기

학기 중에는 아침마다 영어 회화 수업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영어회화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수업을 학기 내

내 꾸준히 들으면서 학교에 있는 유일한 English zone인 English Café에서 

대화 상대자로 참여하면서 배운 것을 응용하기 위해 노력했고, 다양한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이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 

여기에 학기 중 개설되는 ‘글로벌 인턴십 1’을 수강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외 인턴십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영문 이력서 작성 방

법, 면접 기술과 같은 실무를 학습하고 맥킨지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서울지

점을 방문하는 기회도 가졌다. 마지막에는 자원해서 발표도 하고 발표 자료를 

영어로 작성하는 등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서 기말고사가 끝난 후 GTP 공고를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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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정

지원자 선발은 1차로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가

려내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영어로 된 에세이를 기한에 맞춰 작성하고 이를 

외국에서 살다 온 후배에게 한 번 교정을 받은 후 다시 내가 수정하여 제출하

였다. 서류 작성은 한 질문당 한 페이지 정도 쓰면서 최대한 내가 가진 열정이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나는 인턴 경험도 없고, 해외 거주 경험

도 없고, 군대에서 갓 나와 다양한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번 여

름에 내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GTP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전략으로 

하였다. 다행히 서류는 무사히 통과하였고 면접 날. 면접 이틀 전에 입을 정장

을 세탁소에 맡기고 하루 전에는 구두를 수선하면서 뭔가 느낌이 묘했다. 같

이 경쟁하는 사람이 뛰어난 서울대학교 학우들이어서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일

까 싶기도 하였다. 면접 준비는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미

리 생각해보고 이를 주위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모의 면접 상황을 만들어보았

다. 최대한 실제 면접과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체험하고 들어가기 위해 노력

했다. 또한, 면접에 들어오실 교수님이 쓰신 신문 칼럼을 쭉 뽑아 읽으면서 어

떤 점을 어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다.

드디어 면접 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경력개발센터에 가서 앉아 마지막으

로 자기소개서를 훑으며 준비했다. 이번 면접에서 내가 보이고 싶은 이미지는 

‘열심히 준비하는 팀플레이어’였다. 따라서 면접 때 다양한 구성원들의 호기심

을 두루두루 이해할 수 있는 중간자적인 역할로서의 나를 부각시키면서 동시

에, 매일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현실에 대한 감각을 갖고 이 시각을 팀에 제공

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팀에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같이 

면접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뛰어난 실력에 다시 한 번 놀라 면접이 끝난 후에

는 내가 붙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지만, 운 좋게 다음 날 합

격 축하한다는 문자를 받고 주먹을 불끈 쥐는 기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학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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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과정

7월 18일부터 시작하는 사전교육은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개인적으로 많이 눈길이 갔던 교육은 UBS 이재홍 대표님의 투자은행에 관

련된 개괄적인 강의였다. 사실 이 강의의 계기는 글로벌 인턴십 마지막 강

의 때 UBS 관련 발표를 내가 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한국장학재단에

서 주관하는 멘토링을 이재홍 대표님과 함께 팀장으로서 하고 있던 나였기

에 자연스레 UBS에 관한 발표를 하였고, 이를 본 연구원님께서 혹시 GTP

에 연결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시작하게 된 일이기 때문이다. 조마조

마한 마음으로 비서님께 메일을 보내고 이를 연구원님께 전달하는 등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대표님을 연사로 초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뉴욕에서 

UBS를 방문할 수 있는 자리까지 대표님께서 주선해주셨다. 실제로 내가 

벌인 일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팀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무척이

나 뿌듯했다. 

또한 내가 하는 발표를 녹화해서 세심하게 코멘트를 해 준 교육이 인상

적이었다. 난 내가 영어로 이야기 할 때 그렇게 “so”와 “and”를 많이 사용하

는지 몰랐다. 몸 역시도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발표를 하는 습

관이 있다는 것을 비디오를 통해, 그리고 해당 강사님의 세심한 지적으로 

인해 깨우치고 수정할 수 있었다. 더불어 발표 문서 디자인에 대한 조언을 

얻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원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깊어졌으며 이는 완성도 높은 자료 작성에 원동력이 되었다.

Resume 클리닉 또한 유용했다. 사실 이전 글로벌 인턴십 수업 때 영

문 Resume를 작성해 놓았지만 활동들을 다시 업데이트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다시 첨삭받고 수정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쳤다. 공들여 작성한 

Resume가 빨간 줄로 가득 차서 돌아온 것을 보았을 때의 느낌이란 참 묘

하고 또 그것을 수정하는 과정 역시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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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는 수준의 Resume를 갖출 수 있었다. 이렇게 

영문 Resume가 일단 만들어지면 이걸 수정하면서 학부가 끝날 때까지 바

로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외에도 

Socializing Skill과 같은 부분이 인상깊고 재미있는 강의였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교육으로만 끝나서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팀원들과 

함께 주말에 MT도 가고, 수업 끝나고 자연스럽게 저녁도 함께하며 서로 친

목을 도모할 기회가 더 많았으면 발표 준비과정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동

기유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아쉬웠다. 향후 

이어지는 GTP에서는 교육과정뿐 아니라 화합의 자리가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전에 GTP에 참여했던 사람들 한 명씩을 멘토로 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맨 땅에 헤딩한다는 생각이 자

주 들었는데 만약 학교에서 활동하는 선배 멘토가 있다면, 그리고 그 멘토

들에게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다.

Microsoft – 험난한 준비과정

학기 중에 미술관에서 도슨트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IBM에서 IT Solutions for Museum이라는 주제로 처음 발표하기로 마음 먹

었다. 하지만, 준비 도중 IBM에서의 발표가 불발되었고 뒤이어 지원한 UBS

에서의 발표도 사라지면서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를 경험하다가 첫 번째

로 생각한 주제를 가지고 Microsoft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준비 과정은 험난함의 연속이었다. 특히 혼자서 한다는 것이 많은 부담

이 되었다. 하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독자적인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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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회사에 대한 심도있는 리서치나 더 좋은 아이디어

를 공유할 수 있는 팀원의 부재는 뼈아팠다. 특히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혼자서 디자인, 콘텐츠, 이미지들을 섭렵하고 15분이라는 발표를 도맡아 하

는 것 역시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더군다나, 회심의 생각으로 만든 

자료는 교수님과 팀원들의 중간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쳐야 할 점이

나 부족한 점이 노출되었다. 그냥, 사막에서 나 혼자 삽 하나 들고 있는 느

낌이 자주 들었다.

하지만, 주저할 수는 없었다. 혼자서 한다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인

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대 미술관에 있는 큐레이터님과 

미술관 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분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친한 친구들

에게 내 의견을 솔직하게 물어보고 그들의 반응들을 잘 모아서 발표에 반

영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교수님이나 경력개발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수정

할 부분이 나왔을 때는 되도록이면 과감하게 수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간 해온 것이 아깝기는 했지만 발표가 끝나고 아쉬움을 느낄 바에야 지금 

더 고생하는 것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미술관 운영을 위한 백본시스템을 Microsoft가 짜 주면

서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하자는 것이 내 아이디어였지만 현실적으로 이

윤이 나오지 않으며 대형 미술관과 박물관은 이미 사설 컨설팅 업체로부

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큐레이터님의 코멘트를 받

을 수 있었다. 이후 박물관과 Microsoft 간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축하여 

Microsoft가 박물관의 공간 혁신에 IT기술을 제공하고 박물관은 콘텐츠와 

스토리를 제공하는 방법의 모델을 구상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몇 가지 아

이디어를 채워서 발표내용을 준비해 나갔다. 

하지만 출국 이틀 전 Microsoft 한국지사를 찾아가 실무자이신 서은아 

차장님과 말씀을 나눠본 결과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내가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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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이디어가 이미 한 달 전 Intel에서 제공하는 페이스북 히스토리 어플

리케이션으로 나왔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실무자님의 뼈 있는 조언들을 듣

고 난 후 많은 고민이 되었다. 출국 2일 전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하다가 당일 있었던 최종 리허설 때는 이전 버전으로 발표하면서 솔직히 

이야기를 했다. 다 갈아 엎고 새로 시작하겠노라고.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당장 내일 모레가 출국인데 혼자 하는 것이 어려우면 Microsoft를 담당하

는 다른 팀과 합쳐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얻은 15분의 발표시간인데, 이를 포기하기는 싫었다. 

그 날 당장 서은아 차장님께 메일을 보내 새로운 발표 내용에 대한 구상

을 여쭙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적으로 받아 새롭게 구성하면서 완성도

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어쨌든 비행기 타기 전까지는 완성하고

자 하는 것이 목표였다. 주제는 Microsoft의 제품이 너무 필수적이라는 문

제제기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그 필수성을 ‘물’에 비유하였고 ‘콜라’와 같은 

구글과 비교하면서 발표를 전개하였다. 특히 실제로 물이 어떻게 기꺼이 

돈을 내고 구매하는 물품이 되었는지를 ‘Evian’의 예를 들면서 최대한 창의

적이면서 직관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렇게 바뀐 내용을 토

대로 출국 당일 새벽까지 중앙전산원에서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밤을 하얗

게 지새웠다. 그 노력의 덕분일까!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 것으로 바꾸고 내

용도 좀 더 창의적인 내용으로 바꾸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Beyond the 

Essential”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내가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미와 소통이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여 내용을 구성하려 했다. 스크립트를 짜서 해 볼까도 

생각했는데 짜 놓은 스크립트를 보고도 매번 다르게 읽는 내 특성을 고려

해서 정형화된 틀 안에서 하기보다는 최대한 많이 연습하면서 전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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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한 후 발표 당시의 분위기나 느낌을 최대한 많이 반

영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실제로 거기서 “World Class Expertise”라는 단

어를 듣자마자 발표에 있어서 유연성을 살리려고 노력했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보스턴에 있는 Microsoft Technical Center, MTC였

다. 그곳의 담당자인 Sven Ingrad 씨는 우리를 따스하게 맞아주었다. 간략

한 기업 소개와 MTC Tour를 통해서 Microsoft의 기술력을 보여주었다. 각

각 다른 색깔로 구획된 연구실과 책상 자체가 모니터 브라운관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바라보면서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하지만 조금씩 다가오

고 있는 발표로 인해 마음 편히 즐기지만은 못했다. 미국에서의 발표 일정 

중 가장 처음으로 기업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첫 테이

프를 끊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투어가 끝난 후 드디어 떨리는 발표를 시작했다. 먼저 하는 다른 조원이 

훌륭하게 첫 번째 발표를 마치고 난 후 나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전 날 준

비하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발표에 들어가자 준비했던 부분들이 생각나

면서 자연스러운 농담을 던지며 생각보다 부드러운 분위기로 주도할 수 있

었다. 준수한 연 매출을 기록한 작년과 올해 상반기의 결과를 먼저 언급하

며 축하한다는 말로 시작했으나, 곧 이어 일부러 자료 안에 블루스크린도 

집어 넣으면서 준수한 실적 뒤에서도 항상 우려가 있음을 표현하였다. 또

한 내가 생각하는 Microsoft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MS Products are 

_______”라는 스펀지 식의 질문 박스를 만들어 질문도 하여 앵무새같이 외

워서 하는 게 아닌, 서로 호흡하고 소통하는 발표를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

했다. 다행히 담당자분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물 흐르듯이 흘러갔다. 

보고서를 쓰는 시점에서 발표를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제스처

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만큼 집중하고 몰입했다는 증거라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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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15분의 시간이 지나 마무리하고 “Thank You”라는 말을 마치자

마자 실무자분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셔서 바로 악수를 청하셨다. 악수를 

청하시며, 당신은 꼭 Marketing을 해야만 하겠다는 칭찬을 해 주셨다. 그간

의 고생한 보람이 넘치는 장면이었다. 

블루스크린을 활용하여 깊은 인상을 
주도록 노력하였다.

생글생글 웃으며 발표를 계속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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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뜻 깊고 유익한 시간이었지만 Microsoft의 시간

은 특히 남달랐다. 처음에 제시한 주제가 아닌 내가 생각한 소재를 가지고 

발표를 준비했던 험난한 과정과, 결국 힘들게 확보한 15분의 발표 시간에 

내 열정을 최대한 다 녹여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가 생각한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중간에 힘들었던 과정들도 지금 돌아보면 

커다란 목표로 가는 행복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개인적인 만

족도도 굉장히 높았으며 담당자들의 우호적인 반응으로 인해 세계를 상대

로도 내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담당자들과 함께. 밝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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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gan Stanley – 준비과정

사실 Microsoft에서의 발표가 주제를 듣자마자 머리 속에 딱 떠올라서, 

직관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하면 Morgan Stanley에서의 시작은 좀 

달랐다.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된 나에게 이번 미국에서

의 경험 중 금융기관에서의 발표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그러던 와중 Morgan Stanley에서의 발표가 촉박하게 결정되었고 이를 위

해서 구성되는 팀에 지원하여 “열심히 해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하

였다. 

혼자 하는 발표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혼자 준비하는 것은 내가 원하

는 시간에 맞춰 제약없이 준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지만 반면에 팀

으로 하는 것은 시간 조절을 잘 해서 모두 모인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

고받아야 했다. 처음부터 의견이 엇갈렸지만, 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솔직

하게 팀에 얘기하려고 노력했고 서로의 이런 성향은 활발한 팀 내 소통을 

촉진하여 유연한 준비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주제는 PMI, Post Merger Integration으로 잡았다. M&A 후 과정을 원

활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현재 증가하고 있는 M&A, 특히 국

경을 넘어 발생하는 Cross Border M&A에 있어 Morgan Stanley의 역량

을 강화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요지이고 이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아시아센

터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었다. 졸업을 앞둔 경험 많

은 팀원이 팀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나 역시도 Morgan Stanley가 직접

적으로 참여한 CICC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Morgan Stanley의 PMI 실패 

사례, 실패의 원인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원래는 

중국어 원문으로 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이나 유럽이 이 사례를 

바라보는 관점과 중국 본토의 사람들이 이 사례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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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내고 싶었지만, 의외로 Morgan Stanley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담고 

있는 중국어 원문 기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힘들었다. 사례가 성공한 투자임에는 틀림없지만 PMI 과정에서의 실패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발표에 있어서 중간부분이자 연결부분인 내 부분을 

자연스럽게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처음으로 발표한 Microsoft가 미국 발표 일정 중 가장 처음에 있었다면 

Morgan Stanley는 가장 마지막 일정으로 잡혀 있었다. 덕분에 마지막 날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도 팀원과 함께 최종 리허설을 하고 또한 지속적인 

연습을 하였다. 

센트럴파크에서도 계속 넷북을 잡

고 발표 준비를 해야만 했다.

혼자 하는 발표와 다르게 팀원들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들, 

센트럴 파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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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gan Stanley로 이동하여 트레이딩 플로어에 유리벽으로 구획된 공

간에서 발표는 진행되었다. Morgan Stanley에 계신 선배 동문과 인사담당

자가 함께 들어와서 우리의 발표를 들어주었다. 팀원이 먼저 발표한 후 두 

번째 내 부분,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하였다. Microsoft처럼 활발하게 소통

을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았다. 이번 발표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CICC 이

야기가 나와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나의 역량도 강하게 어필하면서 진행

했다. 중간에 떨리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무사히 마치고 팀원에게 바통

을 넘길 수 있었다.

발표 이후에는 코멘트를 받을 수 있었다. 한 동문 선배는 과연 우리회

사가 이것을 해야만 하는가에 관련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나는 현재

의 Morgan Stanley를 보는 것만이 아닌 장기적으로, 글로벌화가 진행되

고 있는 세계를 생각해 볼 때 M&A가 성사되면 손을 떼고 다른 거래를 찾

아 나서는 것보다 M&A 이후 과정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 미래의 Morgan 

Stanley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인사담당

자는 발표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가를 물었고 나는 중국어 원

문으로 된 자료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동

문 선배님과 질의응답 세션을 가진 후 미국에서의 마지막 기업 방문이 마

무리되었다.

앞서 Microsoft의 발표와 다르게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 특히나 좀 더 재

미있고, 소통이 많은 발표를 구성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었

다. 하지만 미국의 금융기관에서 현장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점

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 담당자들의 격려와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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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방문 기업 + 네트워크

내가 발표를 한 기업 외에도 다양한 기업을 방문했다. 여러 곳을 다니면

서 기업마다 다른 분위기와 사람들을 만나는 것 또한 즐거움이었다. 금융

권인 Citibank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팀원들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상

대적으로 “정말 우리들을 생각하고 잘 챙겨주고 있구나”라는 분위기가 느

껴졌다. Bank of America에서도 우리들을 배려한 일정을 짜 주었다. 최대

한 많은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서 IB란 무엇이고 BoA의 역할은 무엇인

지, 특히 그 중에 한국계 미국인인 Julie의 강연은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았

다. 열정이 넘치는 그녀의 에너지, 바쁜 시간을 쪼개느라 얘기조차 빨리하

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 주는 그녀의 모습에 우리들 모두 감동했다. 

Goldman Sachs에서도 한국계 미국인들이 직접 나와 우리의 질문을 받아

주면서 궁금한 점을 해결해 주었다.

 무엇보다 내게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UBS였다. 참여한 Analyst들의 성향이나 

인사담당자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것들

이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른 

방문 기업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아무

래도 한국에서 멘토링을 하고 있는 영

향이 크기도 하고 원래부터 UBS에 관

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다. 이처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책에

서 얻을 수 없는 지식을 몸소 느끼

고 돌아온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

고 할 수 있다.

BoA의 세심한 일정으로 인해 스카이 

로비에서 뉴욕 전경을 내려다 보는 

경험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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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P로 인해 비단 기업 방문 및 발표만이 아닌 네트워크까지 형성할 수 

있었다. 사실 2009년 겨울에 중국 북경사범대학교에서 열린 단기 어학 연

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그 곳의 수업이나 문화체험들도 유익

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재북경 서울대 동문회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북경

에 계신 선배님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고 직접적으로 북경에서 직업

을 잡고 생활하는 것에 관련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형성한 네

트워크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지식이 아닌 이런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을 

미리 체험한 나였기 때문에 이번 뉴욕에서의 동문·한인들과의 행사 역시

도 많은 기대가 되었다.

뉴욕에서 만난 서울대 동문들과의 시간 역시 북경에서만큼이나 유용했

다. 특히나 여기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대다수의 금

융권에 진출한 한국인들이 Quant 부분, 즉 수학적으로 승부할 수 있는 부

분으로 진출해 있다는 사실과 그 자리에 참석한 선배님들의 적지 않은 숫

자가 전기공학부 출신이라는 사실도 흥미롭게 다가왔다. 직접 뉴욕에서 취

업을 해야 한다면 미국에 있는 대학생에게도 뒤쳐지지 않는 영어실력과 화

법, 그리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공분야의 핵심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

을 절실히 체험할 수 있었다.

KFS, 한인금융인협회 세미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나 내 옆에 

앉았던 Chris라는 친구가 내게 많은 동기부여를 해 주었다. 나보다 한 살 

많은 Chris는 지금 소시에테 제네랄 뉴욕지사 M&A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

으며 유럽의 Platform을 미국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슈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논

리정연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 나와 나이 차이가 많

이 나지 않지만 이미 현실 영역에 진출하여 자기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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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국에 가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세

계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협력하며 때론 긍정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경쟁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었다.

GTP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GTP에 합격한 이후 어떤 친구가 내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했

다. GTP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뽑는데 네가 뽑힌 걸 보니 이번

엔 뭔가 기준이 바뀐 것 같다고. 말 그대로 갓 복학해서 어떠한 경력도 없

고 학점도 그리 높지 않은 내가 뽑힌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같

은 팀원 중에는 이미 외국계 IB에서 인턴 경험이 있는 친구들과 현재 인턴

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내가 합격할 수 있었

던 것을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알고 이를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으로 겨울방학 때 GTP에 대하여 접하고 한 학기 동안 착실하게 남

들보다 먼저 준비한 과정이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로 잘 드러났다. 어떤 것

에 대해서 천재가 아니라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많이 준비하는 것이 성

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조금 더 빨리 목표를 정하

고 조급하지 않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강점이 어떤 점이며 이

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 의외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

다. 군 제대 이후 잘하게 된 것이 아침에 빨리 일어나기였다. 아침에 일어나

서 빈 시간에 언어교육원 영어 회화 수업을 들으면서 이 시간을 이용하고 

강점을 살릴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착실한 준비가 있다면 GTP에 어렵지 않

게 합격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글을 읽고 있는 학우들에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도전해보라고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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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권하고 싶다. 이런 GTP 같은 프로그램은 자기와 달리 뛰어난 사람들

이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GTP에 도전했

으면 좋겠다.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고 외국어 구사 능력이 훌륭해도 프로

그램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합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일단 자신의 역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 지원하는 순간 합격의 가능성

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어렵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 ‘한 번 해볼

까?’라는 마음으로 지원해 전심전력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갓 복학한 복학생들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스스로는 이제 복학생이 되면 나이도 많고, 조 모임을 하면 내가 조장을 

해야 하고, 어딜 가나 이제 후배들을 더 많이 보게 될 줄로만 알았는데, 의

외로 이런 프로그램이나 학교 외의 프로그램을 가면 남자들 중에서는 내가 

막내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UBS 멘토링도 그렇고 이번 GTP 역시 남자

들 중에서 내가 가장 어렸다. 그러니 복학했다고 주저하지 말고 항상 마음

만은 푸른 새내기로 하고 싶은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를 바꾼 GTP

사실 GTP 준비과정에 외국계 IB Research 부분 인턴 면접이 있었다. 준

비해놓은 Resume를 제출하자마자 바로 면접을 보았다. 면접에서 실수한 

부분은 딱히 없었다. 느낌도 괜찮았지만 왠걸, 불합격 이메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원인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열정의 문제였던 것이다. 면접에서 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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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커리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곳에서 인

턴을 하면서 금융쪽 분야를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직접 이해할 수 있

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솔직한 말을 했다. 하지만 이제와서 생

각해보니 여기서 내 열정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다른 지원자가 

“저는 금융 쪽으로 꼭 진출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고 예전부터 이 자리를 

위해서 체계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리가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

정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면접관

이었다면 아마 내가 아닌 이 사람을 뽑았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수준의 능력이 갖춰진다면 그 이후는 철저한 열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열정의 표현이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인

식으로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나서는지, 혹은 

내가 이야기하면 틀리지나 않을지, 이런 생각들을 나도 많이 갖고 있었는

데 이번에 GTP를 통해서 많이 바꿀 수 있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

으면 그에 해당하는 나의 열정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이것

을 과하지 않게 보여주는 센스를 갖추는 것이 내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역

량이란 것을 깨우칠 수 있었다.

이 열정이라는 것을 내 삶의 다른 방면에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인간관계에서도 열정을 갖고 한 명 한 명을 대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

다. 사실 먼저 연락하기가 어색하지만 이것을 깰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열

정을 갖고 진지하게 만남에 임하는 것으로 인간관계 형성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뉴욕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이 하신 말

씀이 네트워크였다. 결국 금융은 사람을 대하는 장사라고, 어떤 사람이 다

른 IB로 옮기면 그 고객 전체가 옮기기도 한다는 예를 들면서 다양하고 넓

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셨다. 나 역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

하고 대학교 때 이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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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GTP로 인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

을 잘 하는지에 관해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만들어 준 것 같다. 사실 GTP

를 갔다 오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

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쉽지 않고, 하고 싶은 것, 도전하고 싶은 것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음 학기에 재무나 회계 관련한 기초 과목

을 들으면서 금융권에 대한 기초 준비를 함과 동시에 다른 영역에서도 활발

한 리서치나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진로에 대한 탐구를 이어나가려 한다.

향후 계획

이번 GTP에서 내가 알게 된 것은 문화 분야, 특히 미술 분야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이 있

다면 더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나와 말이 잘 통하는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

람이 더 선호 받을 것이다. 이 창의성과 공감이라는 부분에서 미술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미술로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무심

코 하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지할 수도 있고, 전혀 생

각하지 못했던 이미지들을 그림으로 보고 놀라기도 한다. 또한 남이 보고 

감동한 그림을 자기도 보고 감동하거나, 혹은 다른 감정을 가지면서 타인

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새로 지은 Goldman Sachs 건물에서는 세계 

유명 미술작품들이 벽마다 걸려 있는 모습과 회화적 요소를 통해 업무 효

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노력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출근할 때와 퇴근

할 때 보는 그림을 다르게 배치해 놓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금

융업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놓음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에 관해서

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곳곳에서 이런 시도들을 볼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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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한 관심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전혀 낯 모르는, 다른 언

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동일한 관심

사의 공유이다. 위에 기술한 미술이나 운동, 특히나 야구와 관련된 이야기

를 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었다. 위에서

도 얘기했듯 결국 비즈니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일인 만큼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이를 계발해 나간다면 내 개인적인 성장과 더불어 다른 사

람들과의 원활한 관계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번에 다시 깨달

을 수 있었다. 요컨데, 관심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용되는 새로운 언어

라고 생각한다. 미술이라는 언어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론 야구라는 언어

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심사에 대한 계발을 남은 학기 중에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

이다. 미술관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이번 학기부터 미술사 부전공

을 이수하면서 조금 더 심도있는 탐구를 해 볼 계획이다. 그리고 주말마다 

동아리 활동으로 축구, 야구를 하면서 체력단련과 인간관계 형성을 도모할 

생각이다. 

이렇게 관심사를 계발하며 끊임 없이 세계를 바라보고 싶다. 한국만이 

아닌, 세계를 상대로 열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사문제나 해

당되는 직군의 이슈들을 읽고 생각하면서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힘 쓸 생

각이다.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어 공부까지 병행하면서 언어적인 의

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더불어 그 나라의 문화나 생활 양식까지

도 이해하는 공부를 할 계획이다. 부전공과 언어적인 측면과 더불어 주전

공인 경제학 공부도 열심히 할 계획이다. 특히 진로에 대한 탐구는 앞으로 

있을 방학 기간에의 적극적인 인턴십 지원을 통해서 내 적성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저 사람이 정말 뛰어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뭐가 있을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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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각하는 정답은 바로 열정이다. 물론, 기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열정

을 갖고, 그 일에 매진해 나가는 사람이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한

다. 내가 가질 열정은 바로 세계를 향한 열정이다. 학문공부를 열심히 하면

서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은 세계를 향한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성적표로 보

여줄 수 없는 일들을 재미있게 하면서 후회 없이 즐겁게 보내려고 한다. 

 메이저리그의 은퇴한 투수 탐 글래빈은 빠른 공을 갖고 있는 투수는 아

니었지만 투수로서 사이영상을 수상하고 300승을 달성하였다. 그는 “야구

를 향한 나의 열정은 스피드 건에 찍히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조금 다르다. “세계를 향한 나의 열정은 GPA에 찍히지 않

는다”고. 그리고 그 열정 가득한 마음을 담은 공을 세계를 향해 힘차게 던

져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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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미국 편을 준비하며

지원동기

GTP는 내게 정말 운명처럼 다가온 기회였다. 처음 GTP를 알게 된 것은 

아는 선배와 친구가 GTP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인 것 같다. 그때 든 

생각은 ‘우리 학교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가 전부였다. 사실 그때가 

정확히 언제였는지조차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때만 해도 내가 GTP를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2011년 7월의 어느 날, 졸업 전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방학 때 

인턴을 하든 뭐를 하든 무언가 좀 추억에도 남고 내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

었고, 그곳에서 GTP 모집 공지를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순간 

‘바로 이거다. 이번 방학은 GTP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금융이라는 평소 관

심이 있었던 산업 분야에, 국가도 미국이었기에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

이 들었다. 

그러나 당시 작년 미국 시카고에서 인턴을 했을 때 룸메이트였던 친구

Global Talent Program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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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를 보기 위해 한국에 와 있는 상태였다. 멀리서 온, 그리고 오랜만에 

본 친구라 하루 종일 관광을 하며 붙어 있었기에 사실 지원서를 쓸 정신이 

없었다. 그러다 결국 이번 GTP는 기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

음에 지원해야 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친구의 출국 날

짜와 시간이 GTP 지원서 제출 마감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출국 2시

간 전, 정확히 GTP 지원서 마감 2시간 전, 친구가 예약한 항공사에서 당일 

비행기가 항공사 사정으로 취소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갑자기 시간이 생긴 

나는 친구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은 GTP라는 프로그램이 있

었는데 지원 마감이 2시간 남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친구는 아직 늦

지 않았다며, 2시간 동안 집중해서 쓰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나를 재촉

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나도 ‘그래. 시간도 있는데 한 번 해보자’라는 생각

으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여 순식간에 지원서를 쓰게 되었다. 그리고 

GTP와의 운명적 만남은 시작되었다. 

지원과정

지원서에는 학점, 경력 등을 쓰는 항목부터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쓰는 항목 등이 있었는데, 전부 영어로 써야 했기에 조금 부담이 되기도 했

다. 그러나 역시 사람이 급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나는 제출 10분 전에 지

원서 작성을 완료했고, 3분 전에 신청을 끝낼 수 있었다. 

지원서 작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원서에는 학점과 영어 성적 

등 기본적인 사항과 지금까지 했던 동아리와 인턴십 등을 썼다. 개인적으

로 이번 GTP의 테마인 IT/금융과 관련 있는 것들을 부각시켜 쓰려고 노력

했다. 그래서 경제금융동아리인 SFERS에서의 활동과 미국 시카고에서의 

인턴십 경험 그리고 한국 P&G 재무기획부서에서의 인턴십 경험을 자세히 

서술했다. 뿐만 아니라 지원동기 등을 묻는 항목에서도, 개인적인 경험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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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산업 분야에 관한 열정을 잘 녹여서 쓰려고 노력했다. 평소에 인턴 등

을 지원할 때 지원서를 써본 경험이 있어, 갑작스럽게 GTP 지원서를 쓰게 

되었던 것임에도 당황하지 않고 쓸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GTP를 지원

한다면 나처럼 갑작스럽게 쓰는 것보다는 미리 쓰는 것을 추천한다. 생각

보다 작성해야 하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며칠 후, 드디어 서류가 합격했다는 메일을 받게 되

었고, 이틀 후 면접을 보게 되었다. 사실 면접을 위해 특별히 따로 준비한 

것은 없었다. 준비할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GTP 면접 과

정 등에 대해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메일에 면접이 한글과 영어로 

진행될 것이라고 공지되었기에, 자기 소개와 지원동기 정도를 영어로 준비

해간 것이 전부였다. 

면접은 아침 일찍부터 롯데국제교육관에서 진행되었다. 한 조당 3명이 

배정되어 그 3명이 함께 면접 장소로 들어가 면접을 봤다. 면접관은 총 세 

분으로, 한 분은 경력개발센터 선생님, 다른 한 분은 경영대 김수욱 교수님,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외국인 교수님이었다. 면접은 영어로만 진행되었고, 

한 사람당 두 개의 같은 질문을 받았다. 먼저 김수욱 교수님께서 왜 GTP에 

지원했는지에 대해 물어보셨다. 나는 지원서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동

기를 말씀드렸다. 외국인 교수님의 다음 질문은 GTP에서 리더로서 잘 할 

수 있을지, 팀원으로서 잘 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나는 동아리나 

반에서의 리더 경험과 팀 프로젝트에서의 팀원 경험 등을 말씀드리며, 양

쪽 역할을 다 해보았고 그래서 다 잘 이해하기에 어느 역할이 주어지든 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있

으면 물어보라고 하셨고, 난 이번에 GTP에서 방문하는 기업에 대해 질문

을 드렸다. 이렇게 10분 정도의 짧은 조별 면접은 순식간에 끝이 났다. 그

리고 합격자 발표는 다음 날 바로 메일로 통보되었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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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행복한 순간이었다. 

사실 면접은 너무 순식간에 끝났기에,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 것인지 

말하기가 힘들다. 질문도 지원서와 같은 질문이 주어졌고, 답변도 지원자마

다 크게 다르지는 않을 듯한 질문들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GTP가 외

국 기업에 가서 발표를 하고 이를 위해 리서치 페이퍼를 쓰는 등 모든 과정

이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어로 듣고 말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는 사

람을 뽑는 것 같았다. 같이 뽑힌 친구들을 봐도, 영어 때문에 GTP를 하는 

동안 힘들어하는 친구는 보지 못한 것 같다. 물론 그렇다고 영어를 원어민

처럼 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당장 나만 해도 절대 원어민의 수준은 아

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면접에서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자기 생각을 

답변하면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면접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기에 그렇게 긴장할 필요도 없다. 어쨌든 이렇게 운이 좋게 합격하면서, 

GTP와 나의 운명적 만남은 시작되었다.

사전교육

GTP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 날 바로 경력개발센터에 가서 서약서 비슷

한 것을 작성하는 것으로써 GTP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 후 약 

2주일 정도의 사전교육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그 교육과 가기 전 준비했

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GTP가 빛나는 또 다른 이유는 체계적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사전교육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다. 교육은 영문 이력서 작성, 

기업 리서치 페이퍼 작성, 발표 준비 등 다른 기타 준비들과 맞물려 숨가쁘

게 돌아갔다.  

첫 번째 교육은 출국을 20일 정도 앞두고 있던 7월 18일이었다. 롯데국

제교육관에 다같이 모인 이번 GTP 미국 IT/금융 멤버 10명은 설레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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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아직은 서로가 낯설었지만 자기 소개를 했고, 

이후 줄곧 GTP를 이끌어주신 이윤경 연구원님으로부터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경력개발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기

도 했다. 이 날은 우리가 방문할 기업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과 영어 이력

서를 쓰는 것이 숙제로 주어지기도 했다.

두 번째 교육(7월 20일)은 UBS 한국 대표이신 이재홍 대표님으로부터 

Investment Bank에 관한 특강을 듣는 것이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재치 

있는 말투로 즐겁게 강의를 해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강의가 끝나고

는 학생들이 발표를 할 회사를 정했다. 나는 IB보다는 일반 기업의 Finance 

쪽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IT 기업 중 하나인 Microsoft를 선택했고 

임재은(소비자아동 09) 양과 둘이 같은 팀이 되었다.

세 번째 교육(7월 22일)은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교육이었다. 프레젠테이

션에 관한 교육은 이 날 이후 한 번 더 이루어졌는데, 후에 실제 기업에 가

서 발표를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RGB Stylists 대표이신 김유정 

대표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발표 자료를 구성

하는가부터 세부적으로는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꾸미는가 등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

네 번째 교육(7월 25일)은 Socializing Skill과 Business Manner에 관해 

Danton Ford 외교 안보 연구원님의 강의가 있었다. 미국 현지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하는지 재미있게 설명해주셔서, 미국에서 기업을 방문

했을 때 실제로 유용하게 쓸 수 있었다. 조를 짜서 실제 비즈니스 상황이라

고 생각하며 상황극도 해보았는데, 1시간 30분만에 끝난 것이 아쉬울 정도

로 흥미롭고 유익한 교육 중 하나였다. 

다섯 번째 교육(7월 27일)은 서강대 교수님이신 남광우 교수님의 뉴욕 취

업 특강에 대한 강의였는데, 아쉽게도 나는 당일 엄청난 폭우로 인해 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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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후 남광우 교수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

데,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

여섯 번째 교육(7월 29일)은 경제학과 교수님이신 김소영 교수님의 발표 

내용 지도였는데, 당일 완성된 기업 리서치 페이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리서치 페이퍼나 발표 준비에 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

겠다.  

일곱 번째 교육(8월 1일)은 여섯 번째 사전교육과 마찬가지로 발표 내용 

지도였는데, 경영학과 교수님이신 채준 교수님께서 도움을 주셨다. 교수님

께서는 다양한 조언들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 

여덟 번째 교육(8월 3일)은 다시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교육이었는데, 이 

날은 실제로 리허설을 해 보았다. RGB Stylists 대표이신 김유정 대표님은 

우리가 직접 발표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가며 고쳐야 할 점과 잘 하고 

있는 점 등을 말씀해 주셨고, 그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는 조금 더 완성도 

높은 발표를 할 수 있다. 

마지막 교육은 출국 이틀 전인 8월 5일에 있었다. 이 날은 GTP 현지 일

정 등을 확인하고, 발표를 마무리 점검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이렇게 총 9

번에 걸쳐 진행되었던 사전교육은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아

쉬운 점이 있다면 GTP 멤버들끼리 친해질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아무래

도 2주 동안 저마다 정신 없이 준비를 해서 그런지 서로 친해질 기회가 별

로 없었다. 그래서 같은 팀이었던 팀원들을 제외하고는, 가기 전에는 다른 

멤버들과는 거의 인사만 하는 수준이었다. 물론 현지에 가서 아주 친해졌

기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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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이력서 및 커버 레터

영문 이력서(Resume) 작성은 GTP 사전교육 첫째 날 주어진 숙제였다. 

GTP가 방문 기업에서의 인턴십과 채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영문 이

력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이력서를 쓰는 법에 대한 사전 강

의는 따로 없었지만, 작성하기 전 『뉴욕 취업』이라는 책을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영문 이력서 쓰는 법 등을 찾아서 참고해 쓰면 될 

것이다. 사실 나는 작년에 미국에서 인턴십을 지원한 경험이 있고, 당시에 

작성했던 영문 이력서가 있었기에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았던 부분이다. 그

러나 처음 영문 이력서를 작성하는 분이라면, 사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도 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일단 위에서 말한 것들을 참고하

여 꼼꼼하게 쓰면, 경력개발센터에서 아주 친절하게 교정을 해주시기 때문

이다. 나도 이번 기회를 통해 영문 이력서를 교정 받아, 부족한 부분들은 더 

채워 넣을 수 있었고, 실수했던 부분들은 깔끔하게 고칠 수 있었다. 

영문 이력서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의 이력서와는 작성 방법이 확실히 

다르다. 우리 나라에서는 나이, 성별 등의 인적 사항을 기본적으로 입력해

야 하지만, 영문 이력서에서 그것들은 절대 쓰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다. 또

한 사진도 첨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력이나 과외 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다. 정확히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지원하려는 기업에 따라 이력서 양

식도 잘 선택해야 한다. 보수적인 금융권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깔

끔하게 쓰는 것이 좋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의 기업에 지원하는 경

우에는 조금 특색 있는 양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나 같은 경

우에는 원 모양이 구획을 나누는 부분에 들어가는 이력서 양식을 선택했

다. 이력서 양식은 우리 나라 사이트보다는 Google 등 해외 사이트에서 검

색하면 많이 나오므로, 잘 검색해 그 중 하나를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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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참고로 미국 이력서는 용지 형식이 A4가 아니라 레터지 형식이므로, 

미리 환경 설정을 레터지 형식으로 해놓고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다. 

커버 레터(Cover Letter)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는 기업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기업도 있다. 그러나 GTP에서는 일단 숙제로 주어지

므로, 써두고 교정을 받는 것이 좋다. 나는 영문 이력서와 마찬가지로, 커버 

레터도 예전에 써둔 것이 있어 그것을 제출해 교정을 받았다. 그러나 커버 

레터는 지원하려는 기업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력

서와 달리 미리 작성을 해놓아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커버 레터는 지원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을 정하고 그에 맞게 쓰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평범한 느낌을 주는 커버 레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커버 레터를 쓰는 방법도 영문 이력서 쓰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뉴욕 취업』이라는 책을 참고하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정보를 참고해

서 쓰면 된다. 이력서와 달리 문장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문어

체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리서치 페이퍼 

리서치 페이퍼(Research Paper)는 기업을 고르면 바로 시작해야 하는 

것 중 하나였다. 시간이 일주일 정도 주어졌고, 영어로 약 10장 정도를 작

성하는 것이었기에 그리 만만치 않은 부분이었다. 그러나 팀 단위로 작성

하는 것이기에 팀원끼리 분업을 잘 해서 작성한다면 쉽게 할 수 있는 부

분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나는 Microsoft를 선택했기에 같은 팀이었던 임

재은(소비자아동 09) 양과 함께 “Adoption of Consumer Technologies 

into Workplace”를 주제로 리서치 페이퍼를 작성했다. 리서치 페이퍼

에서 Microsoft라는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은, 팀은 달랐지만 역시 

Microsoft에서 발표를 한 서대찬(경제 07) 군과 함께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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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팀의 주제였던 “Adoption of Consumer Technologies into 

Workplace”는 Microsoft에서 요구한 주제였다. 주제가 있었지만 기업 리

서치 페이퍼였으므로, 전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앞부분에는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뒷부분에는 주제에 관한 아이디어를 썼다. 

1. Basic Information about Microsoft Corporation

1.1. History

1.2. Business Structure and Products

  1.2.1. Windows & Windows Live Division

  1.2.2. Server & Tools

  1.2.3. Online Service Division

  1.2.4. Microsoft Business Division

  1.2.5. Entertainment and Devices Division

1.3. Financial Analysis

   1.3.1. Overview of financial condition

     1.3.1.1. Revenue

     1.3.1.2. Expenses

   1.3.2. Segment product revenue & operating income

     1.3.2.1. Windows & Windows Live Division: big growth

     1.3.2.2. Server and tools

     1.3.2.3. Online Services Division

     1.3.2.4. Microsoft Business Division: lest growth

     1.3.2.5. Entertainment and Devices Division 

1.4. SWOT Analysis     

   1.4.1.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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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Weaknesses

   1.4.3. Opportunities

   1.4.4. Threats

1.5. Recent Issue

앞 부분의 목차는 위와 같았다. 앞 부분에서는 Microsoft라는 회사에 대

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찾아서 정리하고, 회사의 사업 구조와 상품을 분석

했다. 이 부분은 주로 Microsoft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작성했는데, 이 부분

을 작성하면서 Microsoft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를 습득할 수 있었다. 재무 분석 같은 경우에는 2009, 2010 10-K를 참고해

서 작성했다. 10-K는 미국의 상장 기업이 미국 증권 거래소에 매년 제출해

야 하는 기업 실적 리포트를 말하는데, 기업 연혁, 조직도, 주식 지분, 주당 

이익, 자회사 등의 정보를 포함하며, 보통 연간 보고서(Annual Report)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최근 이슈 부분에서는 우

리 팀 주제인 “Adoption of Consumer Technologies into Workplace”의 

아이디어에 바탕이 될 이슈인 Microsoft의 Skype 인수를 분석했다. 이 부

분 역시 Microsoft 홈페이지를 참고하기도 했지만, Seri(삼성경제연구소)나 

Bloomberg 등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2. Adoption of Consumer Technologies into Workplace 

2.1. Why? 

2.2. What?

  2.2.1. Personal Devices

  2.2.2. Social Networking Service

  2.2.3.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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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How?

  2.3.1. Interface of Spindex

  2.3.2. Systematic Structure of Functions in Windows OS 7

  2.3.3. Flexible UI of OneNote

  2.3.4. Skype

  2.3.5.  The Result After The Combination: Expected Way Using 

The New System

2.4. Expected Effects

  2.4.1. Communication

  2.4.2. Productivity

  2.4.3. Profitability

2.5. Possible Problems & Supplement Points

  2.5.1. Possible Problems

  2.5.2. Supplement Points

뒷부분의 목차는 위와 같았다. 이 부분은 조사보다는 우리 팀이 기업에

서 발표를 할 아이디어가 주가 되었다.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했기에 작성

하기 전에, 각자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해오고, 그 후 서로 아이디

어를 공유하고 발전시켰다. 물론 이 부분을 작성할 때도 Microsoft 홈페이

지나 각종 경제연구소의 보고서 등을 많이 참고했다. 그러나 후에 이 부분 

내용을 그대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사실 보고서에 쓴 내용과는 많이 다른 

내용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

로 하겠다.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후에 다른 아이디

어를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이때 했던 브레인스토밍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리서치 페이퍼는 팀원들의 분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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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나중에 통합해서 교정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래도 나눠서 쓰면 10장이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리

서치 페이퍼를 바탕으로 발표를 준비하기 전에 교수님께 지도를 받으므로, 

잘 작성해서 많은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발표 준비

이제부터 공포의 발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나는 두 기업

에서 발표를 했는데, 앞서 언급한 Microsoft와 의약 유통 업체인 Henry 

Schein이 바로 그 곳이다. 

Microsoft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내가 직접 선택한 회사였기에, 초반에

는 발표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특히나 회사에서 “Adoption of 

Consumer Technologies into Workplace”라는 주제를 주어서 큰 어려움

이 없었다. 리서치 페이퍼를 바탕으로 준비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팀

원과 함께 발표 자료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 구상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었

는데, 팀원인 임재은(소비자아동 09) 양이 매우 잘 만들어서 더욱 쉽게 작업

을 마무리할 수 있다. 한편, 발표 연습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계획을 세

우고, 각자 파트의 스크립트를 알아서 쓰고 외워서 함께 맞춰보는 방식으

로 했다. 우리 팀은 조금 독특하게 상황극 형식으로 했다. 나는 Microsoft 

관계자 역할을 하고, 다른 팀원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했는데, 실

제 기업에 가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그러나 이런 형식의 발표는 사실 

기업에 따라 조심해야 한다. Microsoft는 조금 개방적인 IT 회사였기에 이

런 형식이 어울렸던 것이지, 만약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이런 형식으로 했

다면 회사에서는 그 발표를 비전문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Microsoft 발표 준비는 초반에는 굉장히 순조로워 보였다. 출국 3일 전, 발

표 자료와 스크립트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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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출국 3일 전에 발생했다. 출국 3일 전, 경력개발센터에서

는 발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 Microsoft 관계자들을 소개시켜 주셨다. 

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팀원이 직접 한국 Microsoft를 

방문해 발표를 했는데, 우리의 아이디어가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어라는 답

을 들었다. 아무래도 Microsoft라는 회사가 워낙 크고 상품이 많다 보니, 

나름 열심히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이

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출국을 3일 앞두고, 출국 전 오리엔테이

션이 있는 날 발생한 일이라 처음에는 정말 암담했다. 그러나 우리 팀은 곧 

정신을 차리고, Microsoft에서 들은 조언을 바탕으로 다시 처음부터 작업

을 진행했다. 다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혹시나 우리 아이디어가 이미 구

현된 아이디어인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고, 다시 발표 자료 구성을 짜고, 

그렇게 이틀을 거의 밤을 꼬박 새가며 열심히 작업했다. 다행히 출국 직전

에 대충이나마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 가서 발표 전 날까지, 발표 

자료를 다듬고 스크립트를 고치고 외우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정말 피

곤하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Microsoft 관계자들을 조금 더 빨리 알았더

라면 하는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았었다. 

지금부터는 Henry Schein 발표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사실 내

게는 Microsoft보다는 Henry Schein 준비가 더 힘든 기억으로 남아 있다. 

우선 Henry Schein은 처음부터 내가 선택했던 기업이 아니었고, 출국 일

주일 전에 갑자기 추가로 하게 된 기업이었다. 한장훈(경제 04) 군과 이수진

(경제 09) 양이 같은 팀이 되었는데, 이미 다들 다른 기업 발표 준비를 정신 

없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우선 셋이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 그

리고 Henry Schein이라는 회사가 물론 미국에서는 Fortune 500 안에 드

는 큰 회사이지만,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라 주제 선택과 자료 

조사 단계부터 많은 문제들에 봉착했다. 주제가 정말 많이 바뀌었기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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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어떤 주제를 선택했는지 지금은 기억조차 잘 나지 않는다. 어쨌든 그

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선택했던 주제는 Henry Schein의 한

국 진출 전략이었다. 주제와 관련하여 열심히 조사하고 개요를 세우고 구

성을 이미 끝낸 상태에서 조언을 받고자 남광우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는

데, 교수님으로부터 온 답장은 정말 절망적이었다. 답장을 한 마디로 요악

하면 다른 주제로 다시 하라는 것이었다. 역시 출국 3일 전에 일어난 일이

었다. 

결국 우리는 “Analysis of Henry Schein’s Acquisitions in Veterinary 

Industry”를 주제로 다시 처음부터 조사를 했고,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공

부를 했으며, 환승을 했던 샌프란시스코에서 회의를 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매일 밤마다 발표 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했다. 심지어 발표 당일, 차

를 타고 Henry Schein에 가는 중에도 발표 자료를 수정했다. 발표 자료도 

다 완성이 되지 않았기에 당연히 스크립트도 완성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숨가쁜 일정 속에 스크립트를 외울 시간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iPhone에 스크립트를 넣어놓고 일정 중 이동하면서 틈틈이 외웠다. 발표 

전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Empire State Building)에 가는 일정이 있었는

데, 줄을 기다리면서 스크립트를 외웠던 슬픈 기억이 있다. 어쨌든 Henry 

Schein은 발표 직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고,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그

래도 팀원이 나를 포함해 3명이라, 짧은 시간에도 조금 더 신속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Microsoft와 Henry Schein의 발표를 준비했던 나는 정말 공포의 

이주일을 보냈다. 두 기업 모두 출국 직전 주제와 내용이 바뀌면서 정말 정

신이 하나도 없었다. 가기 일주일 전부터 하루에 잠을 4시간 이상 잔 기억

이 없을 정도이니 말이다. 그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고생한 만큼 발표를 마치고 더욱 더 뿌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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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다음 GTP를 할 친구들을 위해 조언할 점이 있

다면, 발표를 준비할 때는 발표 자료를 만들기 전에 무조건 회사 관계자들

에게 혹은 교수님께 먼저 물어보라는 것이다. 특히 회사 관계자들에게 물

어보는 것을 추천하는데, 아무리 본인들이 많이 조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 관한 것은 회사 관계자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나중에 고생하

지 않으려면 미리 개요나 아이디어를 회사 관계자들에게 보내 조언을 받

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발표 자료를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일에 발표를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영어에 자신이 없더라도 당당

하고 자신감 있는 자세로 발표해야 한다. 회사 관계자들도 학생들에게 내

용적으로 큰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자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

리 준비하라는 것이다. Microsoft 같은 경우는 미리 나올 질문들을 예상해

서 답변을 위한 자료를 만들기도 했다. 다행히 내가 발표했던 Microsoft와 

Henry Schein은 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이 했던 회사

에서는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았다.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예

상 질문을 뽑아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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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활동

2011년 8월 8일: 첫째 날  

•IPG Photonics

미국에서 첫 번째로 한 활동은 IPG Photonics라는 기업을 방문한 것

이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기업이었기에 그만큼 더 기대가 컸다. IPG 

Photonics는 수많은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적용이 가능한 고성능의 파

이버 레이저와 증폭기의 개발 및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IPG 

Photonics의 저출력, 중출력, 고출력 등의 다양한 레이저와 증폭기는 재료 

가공, 통신, 의료 이외에 더 나아간 응용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이 기업은 

더 넓어진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파이버 레이저와 증폭기의 개

발과 상업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제품들의 브랜드 위치를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IPG Photonics는 미국, 독일, 러시아와 이탈리아에 생산 기지

를, 한국, 일본, 인도와 영국에 영업 사무소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기

도 하다. 

기업 방문은 약 2시간 정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우선은 IPG Photonics 

관계자들로부터 회사에 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처음 들어보

는 회사이자 산업 분야였기에 더 흥미로웠다. 그 다음에는 송민희 GTP 조

교가 GTP에 관한 발표를 했다. 그 후에는 다 함께 회사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엄청나게 발전된 레이저 기술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회사임을 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회사를 둘러본 후에는 회사 관

계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으면서 주요 업무나 기업 문화 등 

회사에 관해 궁금한 점 등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었다. 탄탄한 기술력으

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임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점심 식사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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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G Photonics의 Vice President와 함께 둥그렇게 모여 앉아 채용 과정 등

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업무나 인턴 채용 계획 등에 대해 활

발히 질문했고, Vice President인 Thomas는 질문 하나 하나에 친절하게 답

변해 주었다. 그렇게 GTP 첫 번째 기업 방문이 마무리되었다.

•하버드 투어 및 강의

첫날의 두 번째 활동은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 대학인 Harvard University 

투어 및 강의를 듣는 것이었다. 하버드 투어 및 강의는 서울대 동문이시자 

하버드에 박사로 계신 유혜영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셨다. 오후 2시부터 시

작된 하버드 투어는 약 2시간가량 이루어졌는데, 유혜영 박사님께서는 친

절한 설명과 함께 이곳 저곳을 꼼꼼히 둘러보게 해주셨다. 사진처럼 발을 

만지면 자식들이 하버드에 갈 수 있다는 그 유명한 하버드 설립자의 동상

도 만져보고, 일부 친구들은 중앙 도서관도 들어가 보았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사님 덕분에 

너무도 예쁜 하버드 캠퍼스를 즐겁

게 둘러볼 수 있었다.

투어가 끝난 후에는 하버드의 

한 강의실에서 유혜영 박사님으

로부터 정치 경제학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

지만 정치 경제학 강의를 듣는 것

은 처음이었는데도, 정말 재미있

고 흥미로운 강의였다. 최근 미

국 경제 위기 이후 나타난 일련의 

현상들을 정치 경제학의 관점에

존 하버드 동상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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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명해 주셨는데,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의 현상들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해준 강의였다. 유혜영 박사님의 강의가 끝난 후에는, MIT에 계시는 송주

현 선배님께서 대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에 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 역시 나의 대학 생활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뜻 깊은 시간이

었다. 또한 먼 곳에서 멋지게 유학 생활을 하고 계시는 선배님이 정말 멋져 

보였다.

•워크숍

저녁 때는 하버드와 MIT에서 유학 중이신 선배님들과 함께 하버드 근처

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내 옆에는 오후 시간에 강의를 해주셨던 

송주현 선배님께서 계셨는데, 진로 등에 관한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

셨다. 다양한 인턴 경험과 활동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도움이 되는 말씀

을 정말 많이 해주셨다. 저녁 식사에는 많은 선배님들께서 오셨는데, 모든 

선배님과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 아쉬웠다. 어쨌든 이렇게 즐거운 식사를 

마지막으로 첫날의 일정은 마무리되었다.

2011년 8월 9일: 둘째 날  

•MIT 투어

보스턴에서의 둘째 날, 첫 번째 활동은 MIT 투어였다. MIT에서 기계공

학을 공부하고 계시는 이종호 박사님과 전날 하버드에서 강의를 해주셨던 

송주현 선배님께서 MIT 투어를 진행해 주셨다. MIT 투어 역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MIT는 하버드와는 다른 멋이 느껴지는 학교였다. 조금 

더 웅장한 느낌이 있는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 회관, 강의실, 종교 

공간, 실험실 등 MIT 구석구석을 이종호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함께 둘

러보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을 보여주기 위해 수고하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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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Microsoft

MIT 투어를 마치고, MIT 근처의 한 레스토랑에서 랍스터 피자로 맛있는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미국에서의 두 번째 방문 기업인 Microsoft로 향했

다. Microsoft는 내가 첫 번째 발표를 하는 기업이었기에 가는 내내 매우 

설랬다. 

우리에게는 Windows로 매우 익숙한 회사인 Microsoft는 세계 최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로, 1975년 하버드 대학을 중퇴한 빌 게이츠(Bill 

Gates)가 대학 친구인 폴 앨런(Paul Allen)과 세운 회사이다. 처음에는 3명

의 직원으로 시작하여 첫해 총 매출이 1만 6천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9년 

세계 60개국에 3만 5,300명의 직원을 거느린 총 매출 197억 달러의 거대 

다국적기업으로 급성장했다. Windows 등 컴퓨터 운영 체제(OS)를 개발, 

Microsoft 관계자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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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독점한 Microsoft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 성장률이 39%를 기

록할 정도로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기업 방문은 역시 약 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우선은 Microsoft 관

계자로부터 회사에 관한 발표를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회사에 관한 PT

를 들은 후에는 회사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Microsoft의 다양한 기

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 IT 기술의 발전을 온 몸으로 느

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아서 탄성이 절로 나왔다. 회

사를 둘러보고 나서는 드디어 학생들의 발표 시간이었다. Microsoft에서

는 두 팀이 발표를 했는데, 우리 팀이 첫 번째로 발표를 했다. 발표는 밝은 

분위기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마친 후 관계자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다. 고생한 기억이 나면서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한 순간이었다. 

두 팀의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Microsoft에서는 학생들에게 Microsoft

가 새겨진 물병과 모자를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해 발표한 학생

들에게는 Windows 7 정품 CD를 주었다. 그렇게 선물을 받고, 다 같이 기

념 사진 촬영을 하는 것으로 Microsoft 방문과 둘째 날 일정이 마무리되었

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버스를 타고 뉴욕으로 이동했다. 

2011년 8월 10일: 셋째 날

•PwC

뉴욕에서의 첫 번째 일정은 맨하튼 미드 타운에 위치한 PwC(Pricewater-

houseCoppers)란 기업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PwC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회계 회사로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회계 전문 서비

스 회사이다. 154개 국가와 757개 도시에 17만 5,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PwC에서는 최광석(경영 05) 군이 발표를 했으며, PwC에 계시는 많은 한

국인 직원들과 HR 관계자가 참석해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성공적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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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후에는 HR 관계자의 회사 소개가 있었고, 그 후에는 회사를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다. HR 관계자는 회사의 구석구석을 친절하게 소개해 주었고,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는 것으로 PwC에서의 일정은 마무리되었다.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PwC에서의 일정이 끝난 후,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방문한 기업은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였다. 이 기업 방문이 GTP 현지 활동 중에

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다. 그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

었기 때문이다.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는 미국 최대 규모의 은행이자 금융 기

업이다. 전 세계 150개 국가에 고객을 두고 있으며, Fortune Global 500 

기업 중 83%의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다. 총 수입 기준으로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기업이며, 2008년 Merrill Lynch의 인수는 Bank of America를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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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관리 기업이자 주요 투자 은행으로 만들었다.

기업 방문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학생들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매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발표는 한장훈(경제 04) 군, 정예린(경

영 08) 양, 최필준(자전 09) 군이 멋지게 해주었다. 날카로운 질문이 끝난 후,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에 관한 소개, 그리고 관계자들이 Equity 

Capital Markets, Corporate Banking 등에 관한 주제로 강의를 해주었

다.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의 방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한국계 미국인이자 Syndicate Desk의 Vice 

President인 Julie Hong의 짧은 강의였다. 사실 강의라기보다는 짧은 인사

말에 가까웠는데, 약 15분 동안 정말 그녀에게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

녀의 삶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고, 큰 

동기 부여가 되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적인 강의였다. 아직도 그때

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이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것은 기

업을 둘러보던 중 올라갔던 VIP Room이었다. VIP Room에서 보는 뉴욕의 

전망과 VIP Room의 화려함에 정말 이런 곳에서 꼭 한 번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는 그 어느 기업 방

문보다 강한 동기 부여를 해준 곳이었다. 

•UBS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의 방문을 마무리하고, 뉴욕에서의 첫째 

날 마지막으로 방문한 기업은 UBS였다. UBS는 1998년 6월 스위스 양대 

금융 그룹인 스위스 연방은행(UBS: Union Bank of Switzerland, 1912년 설립)

과 스위스 은행(SBC: Swiss Bank Corporation, 1872년 설립)의 합병으로 탄생

했다. 이후 S.G. Warburg, 페인 웨버(Paine Webber) 등과의 합병 과정을 거

쳐 2003년 6월부터 ‘UBS’라는 단일 브랜드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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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투자은행(Investment Bank) 부문, 웰스 매니지먼트(Wealth Management) 

부문, 글로벌 자산 운용(Global Asset Management) 부문, 기업(Corporate)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고객의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와 기업 금융, 

금융과 문화 상품을 결합한 아트 뱅킹(Art Banking)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웰스 매니지먼트 부문에 강점이 있다. 전 세계 50여 개

국에 진출해 있으며 직원 수는 7만 명 이상이다. 지역별 직원 분포율은 미

주 지역 39%, 스위스 38%, 유럽 16%, 아시아 태평양 지역 7%이다. 블룸

버그 2005년 기준 투자 은행 부문에서 세계 6위를 차지했으며, 금융지 The 

Banker의 ‘2005년 세계 1000대 은행’ 발표자료에 따르면 총 자산 기준 1

조 5,330억 달러로 1위에 선정되었다. 2005년 기준 매출액은 331억 달러이

다. 스위스 증권 거래소, 뉴욕 증권 거래소, 동경 증권 거래소에 상장돼 있

다. 본사는 스위스 취리히와 바젤에 있다.

UBS의 방문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UBS에서는 학생들의 발표

는 없었지만 HR 관계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었다. 우선 HR 관

계자의 회사에 관한 소개가 있었고, 그 후에는 회사 내 다양한 부서의 사람

들과 함께 자유롭게 질문을 주고 받는 순서가 진행되었다. 나도 평소에 궁

금했던 IB에 관한 각종 질문들을 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렇게 

뉴욕에서의 첫날 기업 방문 일정도 마무리되었고, 우리는 동문회의 밤을 

위해 한인 타운으로 이동했다.

•동문회의 밤

동문회의 밤은 뉴욕에 있는 서울대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

다. 예약한 식당이 꽉 찰 만큼 정말 많은 선배님께서 와주셨고, 좋은 이야기

를 들을 수 있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선배님과 

진로와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뉴욕에서 당당하고 멋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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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잡고 계시는 선배님들을 보니 새삼 서울대 학생임이 자랑스럽게 느껴

졌다. 이렇게 뉴욕에서의 첫날 공식 일정이 끝나고, 우리는 다 같이 엠파이

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 뉴욕의 야경을 보며, 길고 길었던 하루를 마무

리했다. 

2011년 8월 11일: 넷째 날  

•Henry Schein

뉴욕에서의 둘째 날은 내가 발표를 한 Henry Schein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맨하튼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Henry Schein은 의

약품과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유통 업체로서, Fortune 500의 기업 중 하

나이다. 이 회사는 Dental, Medical, International, 그리고 Technology를 

그 사업 분야로 가지고 있다. 인수 합병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며,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다.

Henry Schein에서 나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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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Schein은 맛있는 간식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Henry Schein

의 방문은 회사에 관한 특별한 소개 없이 바로 학생들의 발표가 진행되었

다. 나와 한장훈(경제 04) 군, 이수진(경제 09) 양이 발표를 했는데, 준비가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역시나 힘들게 

준비했던 만큼 많이 뿌듯했다. 끝난 후에는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질문보다

는 자유롭게 서로 질문을 주고 받는 시간이 있었다. 우리는 발표를 준비하

면서 궁금했던 점을 Henry Schein 관계자들에게 직접 질문하면서 궁금증

을 해소할 수 있었다. Henry Schein은 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할 생각이 

있었기에, 채용 과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도 이어졌다. Henry Schein 관계

자들은 학생들이 인턴으로 채용될 경우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급여 수준

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공식적인 질

의 응답이 끝난 후에는 약 30분 정도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며 

방문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나의 발표도 다 끝이 났다.

•Citibank

개인적으로 발표가 다 끝나 후련한 마음으로 다시 차를 타고 달려 도착

한 곳은 맨하튼 다운 타운에 위치한 Citibank였다. Citibank는 1812년 6월 

16일 미국 뉴욕에 설립된 은행이다. 전 세계에 5,6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

고 있는 세계 최대의 종합 금융 그룹으로, 특히 크레디트 카드는 갯수로 환

산하면 6,500만 장이나 된다. 1928년 무담보 대출과 투자 신탁 도입, 1977

년 자동 은행 거래기 서비스 등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등 세계 금융 발

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1998년 10월 8일 모회사인 씨티코프

(Citicorp)와 보험·증권업의 트래블러스(Travelers)가 합병되면서 초거대 

금융 그룹으로 탄생하였다. 현재 100여 개국에 3,400여 지점을 운영 중인

데, 이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대사관 다음으로 많은 나라에 진출해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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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Citibank에서도 따로 회사에 대한 소개 없이 바로 학생들의 발표가 진행

되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 관심의 정도를 보여

주었다. Citibank에서는 원혜선(경영 08) 양, 이자영(경영 09) 양, 이수진(경

제 07) 양이 발표를 해주었는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멋지게 잘 해주었

다. 특히나 날카로운 질문들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었

다. 사실 보는 내내 내가 더 긴장했던 것 같다. 그래도 끝까지 멋있게 잘 해

주는 친구들이 정말 자랑스러웠다. 끝난 후에는 잠시 Trading Room을 둘

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Trading Room인 만큼 정

말 규모가 엄청났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열정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

었다. 뿐만 아니라 큰 창을 통해 펼쳐지는 바다 전망이 정말 멋졌던 것으로 

기억된다.

Citibank Trading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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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man Sachs

Citibank 방문을 마치고 간 곳은 역시 다운 타운에 위치한 Goldman 

Sachs였다. Goldman Sachs에서는 학생들의 발표가 없었지만, 그래도 익

히 들어온 명성 때문에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설레는 일이었다. 

Goldman Sachs는 1869년에 설립되어 1세기가량 합명 회사로 있다가, 

1999년 기업 공개가 이루어졌다. 전 세계적인 투자 금융 및 증권 회사로서 

기업, 금융 기관, 각국 정부 및 주요 개인 등 다양한 고객들에게 전 세계에 

걸쳐 광범위한 투자 자문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총자산 2,900억 

달러, 매출액 165억 9,000만 달러이며, 본사는 뉴욕에 있고, 전 세계 20개

국에 43개의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Goldman Sachs의 방문은 약 2시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HR 관계자들의 

회사 소개와 질의 응답 시간에 이어 Goldman Sachs에서 일하고 계시는 

한국인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Goldman Sachs에는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Goldman Sachs 뿐만 아니

라 진로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회사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생각했던 Goldman Sachs가 회사 

곳곳에서 느껴졌다. 회사에는 무엇보다 미술 작품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KFS Dinner

다운 타운에서의 마지막 기업 방문 일정이 끝나고, 우리가 향한 곳은 

KFS(Korea Finance Society) Dinner였다. 뉴욕에서 금융가에 계시는 한국

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가기 전에는 엄격한 자리일 것 

같아 긴장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자유로운 자리였다.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만나서 그런지 이야기가 자유롭게 흘러갔던 것 같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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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이야기와 함께 뉴욕에서의 둘째 날도 저물어 갔다.

2011년 8월 12일: 마지막 날

•자유 시간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이자 미국에서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던 금요일 오

전은 자유 시간이었다. 물론 완전한 자유 시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모두 

오랜만에 약간의 늦잠을 자고, 다 같이 Central Park 근처의 고급스러운 레

스토랑에서 맛있는 브런치를 먹으며 잠시의 여유를 만끽했다. 그리고 나서

는 근처에 있는 Central Park에 가서 사진도 찍고 잔디에 잠시 누워보기도 

했다. 아마 GTP 전체 일정 중 가장 여유로웠던 때가 아닌가 싶다. 

•Morgan Stanley

이렇게 여유로운 한때도 잠시, 우리는 마지막 기업 방문을 위해 타임스 

스퀘어에 위치한 Morgan Stanley로 향했다. Morgan Stanley는 여러 투

자가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증권 부문에서는 증권 

인수, 합병 및 인수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기업 금융 및 개인 재산가를 위

한 중개 및 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산 관리 부문에서는 개인 및 기관 

투자가들에게 투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디

스커버 카드(Discover Card) 사업을 관장한다. 전 세계 25개국에 600개 지

점이 있으며, 본사는 뉴욕 주 뉴욕에 있다.

Morgan Stanley는 다른 회사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다. 방문했던 다

른 금융권 회사들에 비해 조금 더 가족적인 느낌이 들었다. 회사 방문은 학

생들의 발표로 시작되었는데, Morgan Stanley에서는 최광석(경영 04) 군, 

서대찬(경제 07) 군, 원혜선(경영 08) 양, 최필준(자전 09) 군이 멋지게 발표

를 해주었다. 끝난 후에는 HR 관계자들과 회사에 관해 자유롭게 물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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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것을 끝으로 GTP 기업 방문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 

•UN 본부

기업 방문 일정은 끝이 났지만, 아직 GTP 공식 일정은 남아 있었다. 바

로 UN 본부 방문이었다. 사실 지난해 여름, 개인적으로 UN을 방문한 적이 

있어 그렇게 설레거나 기대되지는 않았다. 역시나 투어는 지난해와 다름없

이 진행되었다. 그래도 마지막 공식적인 일정이었기 때문에 더 꼼꼼히 둘

러보았고, UN에 관해 지난해 놓친 부분들까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UN 본

부 방문을 끝으로 미국 현지에서의 GTP 공식 일정은 마무리되었다.

•자유 시간

이후에는 각자 취향에 따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유 시간을 가

질 수 있었다. 물론 저녁 때는 다 같이 뮤지컬 Chicago를 보긴 했지만, 어

쨌든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각자 자유롭게 뉴욕에서의 마지막 밤을 즐겼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자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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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 출국이 이른 새벽이라 이 시간마저도 별로 없었지만 말이다. 그래

도 잠시나마 타임스 스퀘어 주변을 거닐며 뉴욕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었다. 이렇게 저무는 밤과 함께 미국에서의 숨가쁘게 바쁘고 정신 없었던 

GTP 일정은 끝이 났다.

3. GTP 미국 편을 다녀와서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앞서 강조했듯이 GTP의 목적은 일단은 해외에 있는 기업을 직접 방문

해 인턴십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방문했던 곳은 미

국이었기에, 여러 이유로 처음부터 인턴십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

가능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턴십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말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나 이번 GTP를 통해 느낀, 어쨌든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점

은 강조하고 싶다. 미국에서 만난 여러 한국인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동문회의 밤에서 만난 한 선배님께서는 내게 이런 말

씀을 하셨다. “미국 금융가에 한국인으로서 취업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

우 낮은 것일 뿐이지, 그렇다고 그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다음 GTP를 준비하는 분들은 어느 지역, 어느 기업에 가

든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기회는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것이고, 준비하는 자에게 그 기회가 오기 때문이다.

GTP를 통해 변화된 점

우선 GTP를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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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최고라 할 수 있는 기업에 가서 그곳 관계자들 앞에서, 외국인

으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기회 자체만으로

도 정말 엄청난 것이라 생각한다. 처음에는 기업에 가서 그 기업에 관한 발

표를 영어로 해야 한다는 사실에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그러나 결론적으

로는 열심히 준비한 끝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준비하는 과

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내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기업, 그 산업에 대해 조사하고, 직접 방문해 이야기를 듣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내가 그 기업 혹은 산업과 맞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

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금융 기업보다는 일반 기업의 Finance 부서에 관심이 

있는 편이었다. 그리고 이번 GTP를 통해서 나의 관심 분야와 진로를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금융 기업은 멋지고 화려했다. 하지만 여러 금

융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내게는 맞지 않는 옷일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GTP를 하기 전에는 금융 기업이 나의 진로로는 어떨까 하는 고

민을 해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GTP 덕분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향후 계획 

이제 나는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내 진로의 방

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된 GTP를 할 수 있었던 것에 정말 감사한다. GTP는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게 엄청난 동기 부여를 주기도 

했다. 미국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이 성공에 있어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GTP와 함께했던 소

중한 시간들이 내게 큰 자산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구체적으로 나는 이번 

하반기에 Microsoft와 같은 IT 기업의 Finance 부서에 지원을 해보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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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이다. GTP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 산업이 정말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

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언가 재미있고 즐거운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GTP는 내게 최고의 기회였다.

아쉬운 점

최고의 기회였던 GTP였지만 물론 아쉬운 점들이 있다. 만약 이러한 점

들을 개선한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점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우선 발표 준비 과정에서 기업 관계자들을 일찍부터 소개시켜 주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Microsoft 팀은 출

국을 3일 앞두고 발표를 거의 다 완성한 상태에서 비로소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의 아이디어가 이미 실현되어 있는 것임

을 알게 되었고, 결국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만약 처음부터 기업 

관계자들과 연락을 할 수 있었다면, 이런 시행 착오를 줄이고 더 완성도 높

은 발표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으로는 지나치게 빡빡한 스케줄을 이야기하고 싶다. 사실 나는 GTP

를 끝내고 돌아온 지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감기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물론 내 체력이 약한 것도 있지만, 그 만큼 현지에서의 스케줄이 살인적이

었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기업들을 방문하고 다양한 것을 보여주려고 했

던 GTP의 취지는 백 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분명 있다. 특히 하루에 3곳의 기업을 방문하

는 경우 마지막 방문 기업에서는, 결국 학생들이 지쳐 질문 등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그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었다. 학

생들의 경우에는 현지에서도 발표 준비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밤에 제대

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만큼 지나치게 무리한 스케줄을 넣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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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정말 학생들이 방문하고 싶은 기업 위주로, 학생들이 하고 싶은 활동 

위주로 스케줄을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어쨌든 이렇게 아쉬운 점이 남는 GTP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게는 대

학 생활 마지막 여름 방학의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될 최고의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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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미국 편을 준비하며

지원동기

내 책장에는 2008년에 발행된 『나는 세계를 달린다』가 꽂혀 있다. 1학년 

무렵 대학 재학생이라면 늘 하게 되는 진로 고민을 하면서 읽어보았던 책

이다. 외국의 다양한 기업, 기구에서 인턴십을 한 서울대 학생들의 수기를 

모은 것인데 이 책을 통해 Global Talent Program(이하 GTP)을 알게 되었

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나 자신을 또 하나의 선택지로 남겨 놓은 채 

2011년 여름을 맞이하게 되었다. 계절학기를 신청하여 방학 동안에도 등・

하교를 하다가 눈에 띄는 포스터를 보았다.

‘하버드, MIT 방문하고 뉴욕, 보스턴에서 인턴십하자!’

바로 이번 2011 Summer GTP US 홍보 포스터였다. 미국 동부 명문 대

학교를 방문해보고 월 가에서 인턴십 기회를 잡을 수 있다니, 큰 틀에서 벗

어나지 않는 나의 대학 생활에서 오랜만에 새로운 도전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나는 2011년 1학기에 윤택 교수님의 화폐금융론(Money 

and Banking)을 수강하였는데 2008년 금융위기를 주제로 공부하면서 금융

2011 Summer GTP US 활동보고서
원혜선 (경영학과 08학번)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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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남을 체감했었다. 금융버블의 붕괴 후 

미국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현재의 월 가는 어떤 분위기일까 몸소 느껴보고 

싶은 마음에 본 프로그램에 지원하였다.

지원과정

본 프로그램의 지원서 양식은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지원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개인정보, 

둘째는 본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이전의 이력,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에 

지원한 동기, 본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장점, 자신의 장기 목표

에서 이 프로그램이 가지는 의미에 관한 서술이다.

위의 둘째와 셋째 항목이 지원서의 핵심일 텐데 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둘째 항목의 경우 인턴십 경험이 있는 학생은 인턴십 경험을 

쓰도록 요구하였다. 나는 인턴십 경험은 없지만 1학년 때부터 봉사활동은 

비교적 꾸준히 해온 편이라 그 경험을 가감 없이 작성하였다. 아마 본 프로

그램에 관심을 갖는 분들 중에도 본인의 경험, 인턴십 활동이 일천하여 걱

정인 분이 계실 것이다. 나 역시 지원서를 제출하면서도 경력 부족에 대한 

걱정으로 프로그램에 선발될 것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재학생 중 GTP

에 관심이 있다면 ‘좀 더 준비된 후에 지원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우선 

자신이 경험한 크고 작은 교외활동을 최근의 것부터 일목요연하게 정리하

여 지원서를 작성하기 바란다. 그리고 꼭 관심분야의 GTP에 지원하는 것

이 좋다고 생각한다. 기회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또한 프로그램을 준

비하고 일정을 소화하면서 배우는 것이 매우 많다. 본 프로그램을 발판으

로 채워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관심있는 분들은 도전하시길 바란다!

셋째 항목 역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는지 보태거나 뺌 없이 서술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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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도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지원서는 진심을 담아 작성

하려고 하였다.

면접의 존재도 나를 떨리게 했지만 그것이 영어로 진행된다는 점 역시 

조금 더 떨리게 하였다. 또한 면접 경험이 한두 번밖에 없어 복장은 어떻게 

입고 가야 하는지 등등도 생각해야 했다. 본 프로그램의 담당자이신 이윤

경 선생님께 면접 하루 전에 복장, 면접 형태를 메일로 여쭈어보았는데 친

절하게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 선생님께서 복장은 마음가짐을 표현

하는 수단이니 되도록 단정하게 입고 오라고 알려주셨다. 정장이 필수 복

장은 아니지만 단정하게 입는 것이 면접관이신 두 분의 교수님과 경력개

발센터 선생님 한 분을 뵙는데 좋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최종 참여 학생 10

명이 면접 장소에 입고 온 복장을 떠올려보면 재학생들이 평소에 입는 캐

주얼한 복장과 정장차림의 비율이 비슷하다. 복장이 면접의 큰 평가요소가 

되지는 않았다. 

대기 장소에 17명의 학생이 모였다가 3명씩 호명되면, 호명된 3명의 학

생은 면접 장소로 이동한다. 나와 같이 면접을 치른 나머지 두 분도 모두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바로 최필준, 한장훈 씨이다. 한 조에서 3

명 모두 프로그램에 선발된 경우도 있고, 한 조에서 한 학생만 선발되고 나

머지 두 분은 안타깝게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같이 면접을 치르는 분

들이 뛰어나도 면접을 볼 때 위축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이 왜 이 프로그램

에 지원했는지 생각하면서 면접에 임하길 바란다. 담담하게 전달하고자 하

는 바를 면접관에게 전달하면 원하는 결과에 한 발짝 더 다가갈 것이다.

면접은 보통 크기의 책상을 사이에 두고 면접관 세 분과 학생 세 명이 마

주앉아 진행되었다. 학생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3개로 기억하는데 대부분 

지원서 마지막 부분에서 지원동기, 자신의 장점, 프로그램에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 작성한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약 12분 내외의 집단 면접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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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제 결과 통보를 기다리는 시간이 왔다. 바로 다음날 결과가 통보되었

다.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선발되어 매우 기뻤고 드문 기회인 만큼 부족

한 부분을 계속 채워나가자고 생각하였다.     

사전교육 

사전교육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각각 1

시간 30분 내외로 이루어졌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투자은행에 관련

된 강연, 프레젠테이션 관련 특강, Socializing Skill 및 비즈니스 매너를 배

우는 시간, 외국 취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실에 대해 듣는 시간, 김소영, 

채준 교수님과의 발표내용을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총 9번의 사전교육이 진

행되었다. GTP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더더욱 본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이 사전교육시간 때문이기도 하다. 각각의 시간에서 경

험했던 바는 다음과 같다.

•7월 20일자 사전교육: 투자은행 특강

이재홍 UBS증권 서울지점 대표님께서 본인이 몸담고 계신 IB 업무에 대

해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본인이 어떻게 현재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

는지, IB 업무의 매력적인 면, 대표님 아래에서 일했던 많은 후배들의 이야

기를 말씀해주시면서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로 하여금 investment banker

의 모습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7월 22일자 사전교육: 프레젠테이션 1

RGB Stylist는 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으

로, 본교의 졸업생이자 이전 GTP에 참여했었던 김유정 씨가 창업자이다.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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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지, 상대의 이목을 사로잡는 효과적인 발표 자료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또한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발표 준비를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지 

김유정 씨가 기초부터 알려주어 참여 학생들이 큰 도움을 받았다.

•7월 25일자 사전교육: Socializing Skill and Business Manner

‘Socializing “SKILL”이라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할 수 있다. Ice 

breaking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실제로 처음 만나는 외국인과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서로 어색하지 않으며, 어떤 주

제는 삼가야 하는지 또 이야기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리송한 분

들이 있을 것이다. 위의 아리송함은 바로 내가 외국인과 마주할 때마다 가

졌던 것이다.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일하는 Danton Ford 씨가 강사로 초빙

되어 사전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으로 나는 위의 아리송함이 해결되

었다.

•7월 27일자 사전교육: 뉴욕취업 특강

해외 취업을 도와주는 기업 플러스커리어의 남광우 대표님께서 금융/회

계 분야로의 해외 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시간이었다. 비

자문제 등 해외 진출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첫 단계부터 설

명해주셨다. 사전교육 후에는 식사를 같이 하며 준비 중인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었다.

•7월 29일자, 8월 1일자 사전교육: 발표내용 검토

7월 29일에는 김소영 교수님께서, 8월 1일에는 채준 교수님께서 학생들

이 준비하는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검토하시고 조언, 충고해주셨다. 발표 준

비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후의 ‘보고서 작성 및 프레젠테이션 준비과정’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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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서 이야기하겠다.

이력서

우선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참여 학생의 인턴십 기회 확보이기 때문에 

참여 학생들은 방문기업에 제출할 영문 이력서를 준비했다. 실제로 구글 

등에서 CV(Curriculum Vitae)를 검색해보면 CV의 좋은 예/나쁜 예를 많이 

접할 수 있다. CV를 열심히 작성한 후 꼭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바로 첨

삭을 받는 것이다. CV에 능통하신 분께 첨삭을 받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 본 프로그램의 모든 참여 학생들은 경력개발센터를 통하여 

전문적인 첨삭을 받았다. 그 결과 문법적 오류도 수정되고 가독성도 훨씬 

좋아졌다.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100번의 퇴고를 불사해야 한

다고 경력개발센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본격적으로 해외로의 인턴십/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커버 레터(cover letter) 모두 완벽을 

7월 27일자 사전교육
(출처: 플러스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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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준비하시기 바란다. 특히나 이력서의 경우 한 페이지를 넘기지 않

도록 작성한다.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준비

본 프로그램 사전 준비의 9할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프레젠테이션 준비

이다. 본 프로그램에서 참여 학생들이 방문하는 기업/기관/기구는 방문한 

순서대로 IPG Photonics, Harvard University,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crosoft, PricewaterhouseCoopers(PwC),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UBS, Henry Schein, Citibank,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UN이다. 이 중 학생들에게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제공한 

기업은 IPG Photonics, Microsoft, PwC,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Henry Schein, Citibank, Morgan Stanley이다. 참여 학생 10명은 한 개 내

지 두 개의 기업을 선택하여 발표 기회를 가졌다. 나는 Citibank와 Morgan 

Stanley에서 발표를 하였다.

•Citibank

- 주제 선정

 나는 이자영(경영학과), 이수진(경제학부) 씨와 한 조가 되어 Green-

wich, New York에 위치한 Citibank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

였다. 주제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에 따라 씨티은행이 한국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다. 이 주제로 최종 확정하기까지 4, 5개의 주제를 

검토하고 사전조사를 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원 모두가 흡족해하는 결

과물이 나와 참으로 다행이었다. 

- 팀워크

 이자영(경영학과)과 이수진(경제학부)은 모두 책임감이 뛰어나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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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겸비한 훌륭한 조원들이었다.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서는 모두 맡은 바 열심히 하였다. 이번 발표 준비를 통해 나는 이 두 

명의 우수한 조원들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 

- 기타 인상적인 사전교육 내용 등

 한창 주제 선정으로 조원 모두 고민하고 애를 먹을 무렵 씨티은행 한

국 본점 증권관리부의 김희진 본부장님, 박태희 팀장님, 권우철 부부

장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다. 우리의 방향 설정이 올바른지 검토해주시

고 새로운 사실, 전망을 가르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중요한 자료

도 제공해주셨다. 실제로 블룸버그나 SEC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발표 

준비를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 조가 마지막 추진력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현직에 계신 분들의 지도 덕분이었다. 이 지

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Morgan Stanley

- 주제 선정

 Morgan Stanley에서의 발표 준비는 최광석(경영학과), 서대찬(경제학

부), 최필준(자유전공학부) 씨와 한 조를 이루었다. 주제는 다음과 같다. 

“Morgan Stanley가 PMI(Post Merger Integration) Advisory를 Cross-

border M&A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 제언: 서울대학교 

아시아센터와의 전략적 제휴”로 회사 측에서 서울대 학생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발표를 원하여 생각해 낸 주제이다. Morgan Stanley

에서의 발표는 사실 프로그램 사전교육 과정 후반에 확정되어 다들 

아이디어와 체력을 쥐어짜며 준비하였다.

- 팀워크

 역시 다른 조원 세 분 모두 실력과 고유한 장점을 가진 뛰어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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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는데 

GTP의 수많은 장점 중의 하나는 우수한 동년배 학생들을 보면서 자

극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현지 활동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10명의 학생은 8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

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캠퍼스 투어, 기업 방문,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8월 10일자 뉴욕 중앙일보에는 우리에 관한 기사가 짤막하

게 실리기도 하였다. 그 기사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

asp?art_id=1240916을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인솔 교수님은 전영섭 교수님이다. 교수님께도 감사하다고 이 지면을 빌

어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학생 개개인이 단체 행동에서 처지거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순간에는 따끔하게 잘못을 일깨워 주시고 잘한 일에 대해

서는 아낌없이 칭찬, 격려해주시며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성

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또한 이윤경 선생님과 송민희 조교님 모두 

학생들이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에 

연락을 취해주시고 학생들이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들을 매듭지어 주신 것

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린다. 또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칠 수 있

는 일정 속에서 최대한 서로를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며 웃음을 잃지 않은 9

명의 다른 참여 학생들에게도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지금부터는 매 순간이 소중한 5일의 경험 중 특히 내가 발표한 Citibank

에서의 경험과 Morgan Stanley에서의 경험 그리고 몇 가지 에피소드를 자

세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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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Citibank

씨티은행은 100개 이상의 국가에 설립되어 있다.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까지 대상으로 은행업무와 대출, 투자 서비스를 한다. 씨티은행은 

중소기업, 대기업, 정부 그리고 기관/개인투자자를 위해 모든 범위의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한다. 씨티은행은 지점들과 인터넷/모바일뱅킹서비스

와 ATM을 포함한다(공식 홈페이지: http://www.citi.com).

•Morgan Stanley

JP 모건 소속의 헨리 S. 모건, 해롤드 스탠리 등이 1935년 9월 5일 뉴욕 

시에서 Morgan Stanley를 창립하였다. Morgan Stanley는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 및 글로벌 금융 서비스 업체 중 하나이다. 다양한 분야의 회사, 

정부, 금융기관, 개인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organ Stanley

의 세계본사는 뉴욕 시에 자리잡고 있으며, 런던과 홍콩 등에 지역본사를 

두고 있다(공식 홈페이지: http://www.morganstanley.com).

인턴십 채용과정

본 프로그램에서는 IT산업과 금융산업을 동시에 다루었지만 나의 경우 

금융기업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의 관심분야도 후자인 점에서 금융

기업의 인턴 채용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다.

본 프로그램에서 방문한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UBS, 

Citibank,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모두 인턴 채용과정은 대동소

이하다. UBS는 인터넷 공고에서 간간히 보듯 수시채용의 경우도 간혹 있

다. 하지만 대다수의 인턴십 기회는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하는 

‘공채’같은 성격의 인턴십 자리이다. 약 1년에서 6개월 전에 하계, 동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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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십 채용 공고가 해당 회사의 리크루팅 페이지에 게시된다. 공고에 따라 

서류전형, 자격시험, 면접을 모두 통과한 학생이 인턴으로 일할 수 있다. 자

격시험에서 떨어질 경우 그 기록이 오래 남는다고 한다. 이후에도 취업하

고 싶은 회사의 시험이라면 충분히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 시험을 치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원하는 회사의 리크루팅 페이지에서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길 추천하는 바이다.   

 

국가 소개

여담으로 예전에 GTP에 참여한 한 선배에게 나 역시 GTP를 통해 뉴욕/

보스턴을 다녀오게 되었다고 말씀드리자 그 선배는 매우 놀랐다. 홍콩, 싱

가포르라면 같은 아시아권역이기도 하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GTP가 개

최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월 가를 방문하여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홍보

한다는 것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이었다. 세계

인의 도시 뉴욕! 사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초기에는 미국, 특

히나 보스턴과 뉴욕을 방문한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다. 뉴욕에서의 숙소

도 ‘뉴욕’ 하면 떠오르는 타임스 스퀘어와 브로드웨이 등에서 가까운 42nd 

Street에 위치하였지만 결국 빡빡한 일정과 각자의 발표 준비로 인해 10명

의 학생들은 세계인의 도시 뉴욕에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프로그램의 취

지와 목적에만 맞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였다.

아래의 미국에 대한 소개는 위키피디아를 참조하였다.

•파견국가의 정부형태

미국, 정식 명칭으로 아메리카 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또는 미

합중국은 50개 주와 1개의 특별구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이다. 태평양

의 하와이 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는 북아메리카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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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잡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캐나다, 남쪽으로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

다. 북아메리카 북서쪽에 있는 알래스카 주는 동쪽으로는 캐나다와, 서쪽으

로는 베링 해협을 사이로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다. 미국은 태평양과 카리

브 해에 해외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나라 가운데 미국은 총 면적 기준으로 세 번째 또는 국토 면적으

로만 네 번째로 넓은 나라이며,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다민족 사회이자 다문화 국가이며, 수많은 나라에서 대규모로 이

민자가 들어온다. 미국의 경제는 2010년 기준 국내 총생산이 14조 6천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를 이루고 있다.

•언어 

미국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 출신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공용어는 사실상 영어이나, 히스패닉계 인구가 많은 서부 

지역에서는 스페인어를, 특정 민족의 인구가 많은 구역은 그 민족의 언어

를 공공 표지판 등에 병기하기도 한다.

사전교육의 일환으로 본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들은 이정희 씨가 쓴 『한 

권으로 끝내는 뉴욕 취업』을 읽었다. 글을 읽다보면 미국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프랑스어와 이태리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의 장점이 간략하게 언

급되어 있다. 관심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은 기본적인 프랑스어와 이태리어

를 공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종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이민 온 개신교 신

자들, 즉 청교도들은 초기에는 아메리카 토착민들의 전통종교를 사교(邪敎)

로 이해하여 배격했으며, 같은 기독교 종파들인 성공회와 로마 가톨릭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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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도 성공회 기도서 사용 금지, 성공회 신자 추방,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 

이민 거부로 배척하였다.

하지만 건국 후에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였고, 다수의 인종・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라는 미국의 특징상 거의 모든 종류의 종교를 볼 수 

있지만, 유럽에서 온 이민이 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압도

적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주 1회 교회에 가는 사람은 점차로 적어지고 

있다. 개신교 신자가 다수이며 그외 로마 가톨릭 교회, 유대교, 정교회, 불

교 및 기타 다양한 종교가 있다. 또한 유대교도도 많아서 이스라엘의 인구

보다도 더 많은 유대교도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개신교도 52%, 로마 가

톨릭 교회 신자 24%이며, 그밖에 모르몬교도 2%, 유대교도 1%, 무슬림 1%, 

기타 종교 10%, 무종교 10%이다. 미국인들은 종교적 신념도 매우 높아 신 

또는 영혼의 존재를 믿는 비율이 94%에 달할 만큼 종교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인 이유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유대인을 공격했던 시기도 

있었고, 존 F. 케네디 외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

지 않았던 것도 이와 같은 배경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과 같이 종교나 민족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도 적

지 않다. 한편 불교는 미국에서 기독교, 유태교, 이슬람교 다음으로 신도 수

가 많은데, 다른 종교의 쇠퇴와 달리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미국의 ‘종교인구조사’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10년 사이

에 미국 내 불교도 숫자가 170%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위의 조사에

서는 또한 2004년 미국 내 불교도가 150만 명이라고 발표하였다.

•문화

아메리카 대륙에 신세계를 구축한 개척자들은 엄격한 청교도이며 그 금

욕사상은 모든 경쟁이나 즐거움을 죄악시하여 종교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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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결부되지 않은 활동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옛 

세계’에서 도입된 예술・스포츠 문화가 신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

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개척민들은 그들 고유의 언어와 문화관

을 가지고 있었으나 빠르게 미국사회에 동화되었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갔다. 건축, 미술, 문학, 음악 등 다방면에서 미국적인 사고와 양식이 표

출되었으며, 특히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대중음악

과 영화를 들 수 있다.

커리어 특강, 현지 특강 및 동문과의 만남

미국에서 5일을 머무르는 동안 정말 한 순간도 놓칠 수 없이 많은 자극

과 동기부여를 받았다. GTP는 결코 해외로의 여행이 아니다. GTP를 통해 

어느 나라로 가든 그 나라의 문화적인 측면을 향유할 시간이 없을 가능성

이 크다. 프로그램에 주어지는 시간과 예산상의 제약 때문이다. 물론 개인 

행동도 금물이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당당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동년배, 

선배 또는 교포분들을 만나면서 분명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많은 분

들은 다가오는 삶에 대한 열정을 한층 더 키우리라 확신한다.

하버드에서 유혜영 선배님과 송주현 선배님의 강의

8월 둘째 주 월요일 우리는 하버드 캠퍼스 투어를 하였다. 하버드 교정을 

안내해주신 선배님은 유혜영 박사님이다. 정치경제학 분야를 연구하신다

고 하셨다. 하버드 교정을 걸어다니고 하버드의 중앙도서관도 들어가보았

다. 예전에 한창 ‘하버드 도서관의 새벽 4시 풍경’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인

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적이 있다. 새벽 4시에도 학구열 넘치는 학생들로 

가득찬 그 공간은 시간의 흐름조차 잊혀지는 것일까? 유혜영 박사님께서 

실제로는 그 사진이 많이 과장된 것 같다고 웃으며 말씀하셨다. 우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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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앙도서관에서도 하버드의 중앙도서관 못지않은 학구열과 열정이 느

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하버드 투어를 마친 후 유혜영 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다. 하버드 캠

퍼스에서 우리 10명만을 위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무척 고

취시켰다. 국내에서는 미발간된 Lost Decades를 기반으로 현재 미국 재정

위기의 원인을 정치분야와 결부하여 되짚어보는 시간이었다. 신문기사에

서는 즉각적인 현상을 접할 수 있지만 그것과는 또 다르게 장기적으로 바

라보는 연구의 결과물은 또다른 통찰력, 시각을 제시해 준다. 박사님의 개

인적인 코멘트까지 들어볼 수 있었던 이 시간을 통해 전 세계 경제에 큰 영

향을 미치는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를 가졌다.

유혜영 박사님의 강의 후에는 MIT에서 자신의 전공 분야 박사과정을 준

비하면서 MBA 과정을 하고 있는 송주현 선배님의 강의가 있었다. 송주현 

선배님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앞으로 지식인으

하버드 중앙도서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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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개

인적으로 고민하던 차에 송주현 선배님의 말을 통해 어느 정도 생각을 정

리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에서 뵌 Mike Joo 씨와 Julie Hong 씨 

KISS가 무엇의 약자인지 아는가? 바로 ‘Keep it simple, stupid!’이다. 

BoAML에서 COO를 맡고 계신 Mike Joo 씨의 IB 업무에 대한 철학을 요

약해보자면 내가 아는 한에서는 바로 저 표현을 빌리는 것이 가장 적합하

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Mike Joo 씨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

국에서 온 10명의 학생을 위해 웃음을 잃지 않으며 IB 업무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다. 학부생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IB 업무

의 핵심을 포착한 Mike Joo 씨의 설명은 본인의 업무에 대한 철학을 그대

로 반영한다고 개인적으로 느꼈다. Mike Joo 씨를 뵈면서 앞으로 내가 금

융인이 된다면 나 역시 저런 태도와 생각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일주일 내내 매일의 24시간을 온종일 매달려

도 좋을 일을 하고 있는가? Julie Hong 씨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신있게 ‘Yes!’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Julie Hong 씨의 말을 

들으며 깊이 반성하였다. 물론 work/life balance를 맞추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 때에도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치고 

싶을 만큼 좋은 일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행복할 것이다. 자신의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해주신 Julie Hong 씨의 에너지 넘치는 모

습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문자 그대로 감동을 받았다. 그 때의 

전율을 글을 통해 그대로 전할 수 없어 아쉽다. 꼭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도 원하는 일을 발견해서 몰입의 즐거움을 느껴보았으면 한다. 나 역시 그 

때의 감동을 잊지 않고 나의 꿈, 목표를 향해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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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되겠다. 

Citibank에서의 발표

일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목요일에 나의 첫 발표가 있었다. 우리가 미국

에 갔을 때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일과 주식시장의 주가 급락이 발

생하여 금융가 분위기가 살벌하지 않을지 매우 걱정되었다. 그리니치에 위

치한 Citibank에서 발표할 당시 Securities and Fund Services의 Head of 

Asia Desk, New York 현직자분들이 모두 우리 조의 발표를 듣기 위해 참

석해주셨다. 미래에셋의 관련자분도 마침 참석해주셨다.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을 발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한국시장에 대해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새

롭게 개정되어 헤지펀드의 도입이 눈앞에 닥친 상황이다. 이에 Citibank 

Korea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여 새로운 시장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예측해보았다. 그것이 우리 조의 발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발표를 마치고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다. 우리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Citibank에서의 발표를 마친 후 발표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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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답을 하고 발표가 마무리되었다. 열심히 함께 해준 조원들에게 고

마움을 전한다.

Morgan Stanley에서의 발표

금요일 마지막 발표는 바로 Morgan Stanley에서 이루어졌다. 유종의 미

를 거두기 위해 금요일 오전까지 발표 준비를 열심히 하던 것이 아직도 기

억난다. 

그곳에서 Vice President로 일하고 계신 Jeong Song 선배님과 두 명의 

인사관리부 관계자께서 발표를 들어주셨다.

3. GTP 미국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 및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된 점

『CEO 안철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이라는 책을 보면 잠들기 전, 

안철수 씨 머리 속에 세계의 다른 경쟁상대들이 자신이 잠들어 있을 때에

도 일하고 있을 것이 떠올라 안철수 씨 스스로 잠도 물리치고 논문 쓰기에 

열중한 에피소드가 나온다. 나 역시 때때로 앞으로의 활동 무대는 전 세계

라고 생각하면서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려고 노력할 때가 있다. 그런데 단

순히 머리 속의 이미지가 아니라 내 눈으로 세계의 도시 뉴욕을 보고 돌아

왔다. 이번 GTP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금융의 중심지

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을 보고 큰 자극을 받은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재학생들도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스스로를 꿈꾸면서 강한 동인

을 느끼고 싶다면 꼭 한번 GTP에 참여하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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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활동보고서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우 여러분과 향후 

GTP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본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쓰여졌다. 

2011 Summer GTP US는 3주간의 사전교육 이후 8월 7일부터 14일, 일주

일간 미국 보스턴과 뉴욕에서 진행되었으며 금융, IT 분야 아홉 개의 기업

을 방문했다. 방문 기업으로는 IPG Photonics, Microsoft, Henry Shein, 

PwC, BoA Merril Lynch, UBS, Citibank, Goldman Sachs, Morgan 

Stanley가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나의 경험이 

공유됨으로써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GTP 미국 편을 준비하며

지원동기

현수막을 보고 GTP 미국 편을 알게 되었다. GTP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

지만, 이전에는 대상 국가나 대상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미국 금융 편을 알리는 현수막을 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경력개발센터 

2011 Summer GTP US 활동보고서
이수진 (경제학부 09학번)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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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접속했던 기억이 난다. 사이트에 공고된 본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과 지원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준비를 시작했다. 

이전에 나는 몇 가지의 책으로 막연히 Wall Street를 선망하기 시작했

고 investment banker를 동경하고 있었다. 또한 학회 활동을 하며 기업결

합을 다루어 보면서, 나의 관심은 법적 규제 측면, 학술적 측면도 아닌, 기

업 전략적 측면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경우 기업결합을 통해 예상되

는 이익을 예측하고 실질적 인수 가치를 분석하거나 기업들 간 인수경쟁의 

양상을 조사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금을 중심

으로 한 시장에서 내가 진정으로 매력을 느낀 것은 buy 측면의 investment 

management보다는 sell 쪽의 investment banking이었다. 구체적인 이유

나 계기도 없고, IBD냐 seller 또는 trader냐에 대한 확고한 선호도 없지만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스릴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에 의욕이 앞섰

던 것도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여러 배경을 바탕으로 나는 외국계 투자은행이나 국내 증권

사에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기를 원했다. 이 점에서 이번 GTP는 내가 희

망하고 있는 금융 분야의 본거지인 Wall Street와 은행들을 방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지원과정

GTP 지원자는 1차 서류접수와 2차 면접을 거치게 된다. 특히 다음 GTP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자 선발 기준이나 지원자들의 평균 사항들에 대

해 매우 궁금해 할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서류 선발 기준을 수치화하거나 뭐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번 참가자들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구나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환학생을 다녀온 학생들도 있고, 이미 인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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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본 적이 있거나 당시에 하고 있던 학생도 있었다. 나처럼 이러한 경험은 

없지만 동아리나 학회활동, 봉사활동과 같은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

생들도 있었다. 학점과 영어 점수 역시 고려사항이었지만 이것을 중점적으

로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이번 GTP 미국 편의 주제였던 ‘금융/IT’에 대한 자신의 의

지를 경험과 진로계획을 통해 확고하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다.

2차 면접은 세 분의 면접관과 세 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두 가지 질문이 주어졌고 영어로 이루어졌

다.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프로그램 참가 당위성과 자신만

의 차별화된 강점을 말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 질문이 상당

히 재미있다고 생각했고, 이에 대해 대학생 배낭여행 동호회 사람들과 함

께 떠난 인도 여행의 에피소드를 얘기했다. 면접관이셨던 교수님께서 매우 

호의적으로 들어주셔서 면접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말하는 부담감에 다소 떨었던 기억이 난다.

면접은, 내 예상과는 다르게 질문은 그다지 어렵지 않고 문제의 수도 적

었다. 다음 편에 지원하는 분들은 위의 면접 상황과 질문을 참고하여 예상 

질문에 준비를 하고 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전교육 

참가자 선발이 끝난 이후 3주간의 사전교육이 실시된다. 사전교육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영문 레쥬메를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뿐만 아

니라 소셜라이징 스킬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 이번 GTP 사전교

육에서는 UBS Securities의 이재홍 대표님과 Plus career의 남광우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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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투자은행 취업과 뉴욕 취업에 대해 특별 강연을 해주셨고, 두 번의 프

레젠테이션 기법 수업과 외교안보연구원 Danton이 진행한 소셜라이징 기

술과 비즈니스 매너 관련 강연이 있었다.

사전교육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한 장의 레쥬메와 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레

쥬메의 경우 한국의 이력서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점을 숙지하고 적합

한 형태를 갖춘 레쥬메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레쥬메는 한 장을 넘지 

않아야 하며 한국의 이력서와는 달리 사진을 절대 포함하지 않는다. 간결

한 어구로 자신의 경력과 학력을 최근 것부터 시작해서 실적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내야 한다.

나의 경우 인턴십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학회 활동을 중심으로 금

융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해외 조사 프로그램과 자원봉사로 

적극성과 리더십을 얘기했다. 나는 레쥬메를 작성하면서 관련 경험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꼭 당장의 취

업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레쥬메를 작성해 봄으로써 학점이나 인턴

십 경험, 또는 교외 활동 등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앞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겠다.

사실 GTP 특성상 레쥬메보다 프레젠테이션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턴십 모집은 각 회사마다 정기적인 일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방문을 통한 인턴십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CEO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들과 HR 부서 직원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프레

젠테이션을 하고 이에 대한 코멘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 흔치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다

루고자 한다.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앞서 희망 기업 신청을 받고 이를 토대로 팀을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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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나의 경우 Citibank에 지원했고 이후 프레젠테이션 세션이 추가된 

Henry Shein 팀에도 참여했다. 회사에 따라 자유 주제 또는 지정 주제가 

정해진다. Citibank의 경우 주제어 ‘Securities and Fund Services’를 제시

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발표 주제를 생각해야 했다. Henry Shein의 경우 

구체적으로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Henry Shein의 경쟁사업자를 

조사해서 그 회사의 FX 또는 interest hedging strategies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할 것. 둘째, 경쟁사업자의 commodity hedging에 대해 발표할 것. 셋

째, Henry Shein의 최근 인수 사례를 조사하고 그 의의에 대해 발표할 것. 

넷째, Henry Shein 성장 전략상 인수 대상이 될 만한 회사나 진출 가능성

이 큰 나라를 제안할 것.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표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팀 구성원은 1~4명으로 다양했고 회사당 일반적으로 단일팀이 프레젠

테이션을 했지만 MS의 경우 두 팀이 발표의 기회를 가졌다.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해당 분야에 누구보다 정통한 관계

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기존 사례 분석도 엄청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

라 나름 참신하다고 고안한 기획안들도 이미 회사 내부에서 추진되고 있거

나 검토 이후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발표를 준

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교수님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했다. 

내가 속한 Citibank와 Henry Shein의 팀 모두 이 코멘트 과정에서 주제

를 완전히 바꾸게 되어서 발표 준비가 훨씬 더 힘들었다. 그러나 프레젠테

이션을 준비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시각과는 다른 관계자들의 의견과 사업 접근방식도 공유할 수 있

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Citibank의 주제는 ‘Possible Opportunities 

for Citi Along with the FCA Change in Korea’로, Henry Shein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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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Henry Shcein’s acquisition in veterinary industry’로 정했

다. 먼저 Citibank의 프레젠테이션 준비과정부터 소개하겠다. Citibank 팀

은 세 명으로 구성되었고, 발표 내용은 최근 발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

후 새로운 한국 헤지펀드 시장에서 한국씨티은행이 취할 수 있는 전략에 관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소개하고 이때 취할 수 있는 

전략인 프라임브로커, 사무관리회사, 수탁회사 중, 보다 현실성이 있는 사무

관리회사, 수탁회사를 자세히 살펴보고 국내시장과 잠재적 경쟁사업자, 예

상되는 시장 크기 등을 조사하여 발표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분들의 도

움 덕분에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표를 준비해나갈 수 있었다.

반면 아직 한국에 진출하지 않은 Henry Shein의 경우 기업 조사도 힘들

었고 익숙하지 않은 의료기기 유통 시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 또한 어려

웠다. 또한 팀 구성원 세 명 모두 다른 팀에서 발표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

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힘들게 느껴졌다.

Citibank 팀과 교수님, 기업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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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팀은 Henry Shein이 수의과 의료기기 유통사업 분야를 확장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버틀러 사 인수를 중심으로 해당 사업 분야

의 인수 과정과 그 의의에 대해 조사했다. 또한 해당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와 Henry Shein을 비교해서 인수 효과를 검토했다. 의료기기 유통사업 쪽

의 지인을 통해 한국의 시장 상황과 구조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시장

을 이해해 갔고 경력개발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발표를 준비했다. 

3주간의 사전교육 기간은 미국 현지에서의 일주일간 진행되는 실전을 

준비하기에는 다소 빠듯한 일정이다. 레쥬메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하며 방문 회사와 관련 사업과 시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알맞은 복장을 포함한 비즈니스 매너도 숙지해야 하고, thank you letter와 

명함 교환과 같은 소셜라이징 스킬도 익혀야 한다. 그래서 사전교육 기간 

동안 나는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막연한 상징 같기만 하던 Wall 

Street를 실감하게 되고 금융권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

며 처음으로 각종 매너들을 배우고 숙지하기 시작했다. 

Henry Schein 팀원들과 기업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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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활동

회사 소개 

Citibank는 한국씨티은행을 통해 국내에서도 활발한 소매 금융을 벌이

고 있다. 금융서비스에서 확고한 국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Citigroup

에 소속된 Citibank는, 1812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100개 넘는 해외 지점에 

소매 금융을 벌이고 있다. 신용카드, 외환 및 대출 관련 업무와 자산관리, 

기업뱅킹 등 다양한 업무가 이에 포함되며 실제로 다양한 부서 관계자들이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였다. 실제로 뉴욕 거리를 걷고 있으면 수많은 씨티 

로고를 볼 수 있고 뉴욕 지점의 씨티 건물 역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

었다.

Henry Schein Inc.은 의료기기 유통업체이다. 국내에는 익숙하지 않은 

기업이지만 Fortune 500 company에 해당하며 NASDAQ 100 index에도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한 Henry Shcein 

관계자들.

Citibank에서 근무 중인 직원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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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다. 본 기업은 Dental, Medical, International, Technology, 

Veterinary의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개가 넘는 국가에 진출해 

있다. 한국의 신흥 또는 샤인덴탈과 같은 기업과 비교될 수 있으며 국내 기

업보다 지역적으로나 사업 분야에 있어서나 훨씬 더 규모가 큰 회사라 할 

수 있겠다.  

이외에도 IT 업계의 IPG Photonics, Microsoft와 금융업계의 PwC, BoA 

Merril Lynch, UBS, Goldman Sachs, Morgan Stanley를 방문했다. 이 중

에서도 BoA Merril Lynch와 Goldman Sachs가 상당히 인상 깊었다. BoA

의 본사에서는 건물 안 이동 중에 말로만 듣던 Chinese Wall을 진짜로 경

험할 수가 있었고 귀빈들만 초대한다는 꼭대기 층에서 뉴욕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부서가 다른 직원들끼리도 서로를 잘 알고 나아

가 앞다투어 서로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상했던 월 가 사람들과 전

혀 다른 모습에 내심 놀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BoA에서 근무하는 세 분의 한국인께서 간단한 특강을 해

주셨는데 모두 마음 깊이 새겨둘 중요한 내용이었다. 엄청난 에너지로 모든 

학생들을 매료시킨 첫 번째 연사님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금융업에 대

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인턴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한다. 자신감이 가득 담

긴 밝은 표정과, 첫 만남으로도 충분히 유추되는 강한 추진력을 마주하니 

괜히 rising star라는 타이틀을 가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연사님의 investment banking에 대한 짧은 수업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기초적인 것만 이해하면 된다고 강조

하시면서, 어려운 것을 단순화하는 것이 진정으로 뱅커에게 요구되는 자질

이라고 하셨다. 이에 더해 학교 선배님이기도 하신 마지막 연사님은 개별 

상품이나 개별 사업을 먼저 공부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그 시야를 넓혀 갈 

것을 조언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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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만 느껴지고 감이 잘 안 잡히던 투자은행 분야인데 세 강연을 들

으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가지를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특히 나 같

은 경우는 미국 금융기관에서의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은 그 경계가 모호해

서 그 두 개의 구분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쉽게 대답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Goldman Sachs는 해당 업계에서 최고의 자부심을 보여주듯 본사의 건

물까지도 엄청났다. 병원, 헬스장, 미술관 등 모든 기능을 다 갖춘 듯 보이

는 건물과 그 속의 사람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에 매료되었다. 그

러나 이 기업의 방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근무하는 한국분들

과의 만남이었다.

일곱 분 정도 오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중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

로 Goldman Sachs에 들어가신 분도 있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의 어려움

을 잊지 않고 있기에, 미국에서의 금융권 취업을 꿈꾸는 한국 젊은이들에

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말이 감동적이었다.

또한 IMF 경제위기 시절 김대중 정부와 함께 일했던 분도 계셨다. 그 당

시의 경험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는다는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

었다. 분명히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일도 많았을 터이고 더 영향력 있는 고

객도 많이 만나보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 생각을 말씀

드렸더니 그 분은 자신은 진정으로 한국인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는 사실이 영광이라고 하셨다. 그

리고 친척들이 모두 한국에 있기 때문에 매년 한두 번씩은 꼭 한국을 들리

는데 그때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에 항상 놀란다는 말도 

덧붙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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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채용과정

기업 방문 시 HR 부서 직원분들을 통해 알게 된 내용과, 사전교육 내용

을 참고하여 미국 취업과 인턴십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가장 간

과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비자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할 필요가 있겠다. 나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이같은 정보를 접했을 

때 매우 놀랐었다.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있어야 한다. 어학연수나 학위취득

용 비자인 F-1 비자의 경우 summer internship은 가능하다. 그러나 교환

학생, 또는 유학생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장기 인턴십 비자인 J-1 비자가 

필요하다. 문제는 회사에서 이 비자 발급 절차를 거치는 데 2~3개월이라는 

시간과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각 분야에 따라, 그리고 기업에 따라 인턴십 제공과 그 과정은 천차만별

BoA Merril Lynch.

Goldman Sachs에서 근무하는 한국분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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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인턴십을 원하는 해당 분야와 그 분야에 속하는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금융권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지원을 받고 몇 차례의 시

험을 치른 후 정규 summer internship을 선발한다. 이 중 다수에게 정규직 

offer가 제공되기 때문에 미국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summer internship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이를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 뉴욕, 런던, 홍콩에

서 뱅커가 되기 위해서는 summer internship을 통하는 경로가 일반적이

라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금융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중 해외 근무를 

희망한다면 해당 기업의 사이트를 통해서 정규 summer internship에 도

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반면 방문 기업 중 Henry Schein의 경우 이곳에서 일하는 한국인의 열

성으로 인해 재무부서에서 한국 학생을 위한 인턴 자리를 제공하고 있었

다. 일 년 정도 장기간 일하면서 실질적인 사무를 배울 수 있는 의지를 가

진 학생을 찾고 있었으며 보수는 시간당 10달러 이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

다. 무엇보다도 인턴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다양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가 한국인 학생의 인턴십 제안에 적극적이었다는 점

이 좋았다. 그러나 나의 경우 일 년 정도의 장기간 근무가 부담스럽기도 하

고 앞으로의 진로 방향이 기업 재무 쪽이 아니었으므로 신청하지는 않았다.    

국가 소개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는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미국에 대한 일반적인 국가 설명보다

는, 일주일간의 미국 현지 생활을 하며 인상 깊었던 점을 말하고자 한다.

KFS(Korea Finance Society) 세미나의 미국 대학생들과 하버드, MIT에서 

만난 유학생 선배님을 통해서 본 캠퍼스 생활은, 한국에서의 나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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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의 생활과는 다소 다른 것이었다. 특히 그들의 방학은 요새 부쩍 자

주 거론되는 소위 ‘스토리’라는 것을 풍부하게 해가는 과정이었다. 개발도

상국 사람들의 삶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방학 동안은 

실제 현지에서 이를 진행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평소 자신이 관심 있

는 분야나 특정 국가에 인턴을 지원하여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하는 친구

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에는 운동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다. 활기찬 에너지와 

엄청난 체력이 다 운동 덕분이었구나 싶을 만큼 다들 운동을 즐기고 있었

다. 특히 나의 경우 이번 프로그램의 일정을 소화하기 힘이 들만큼 체력이 

약한 편이어서 이 점이 더욱 인상 깊었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내게는 자

유롭게 캠퍼스의 자연을 즐기는 모습도 참 좋아보였다. 특히 하버드의 캠

퍼스가 정말 아름다웠는데, 잔디밭에 자유롭게 자리를 잡고 앉아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학생들의 모습이 어우러져 더 보기 좋았던 것 같다.

사실 이번 일정은 연달은 기업 방문 일정 때문에 ‘미국’을 느낄 만한 기

회는 별로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느낀 것은, 엄청난 뉴욕의 물가이다. 

미국에서 여학생들이 묵은 숙소는 호텔형 오피스텔이었는데 두 개의 방에 

거실로 이루어졌다. 타임스 스퀘어에서도 가깝고, 내 침대가 있었던 방에서 

보던 뉴욕의 정경이 너무나 예뻐서 발표 준비 때문에 3시간씩밖에 못 잘 때

에도 창밖만 봐도 기분 전환이 될 정도였다. 한국에 돌아와서 지인에게 들

었는데 그곳의 월 임대료가 2,000만 원이라고 한다. 숙소에 머무르는 내내 

이런 곳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싶다, 직장 다니고 싶다 하면서 노래를 불렀

던 나이기에 엄청 놀랐다. 

커리어 특강, 현지 특강 및 동문과의 만남

사실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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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한국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여태껏 한번도 ‘동문’이나 ‘멘토’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후배의 방문이라고 바쁜 시간을 내어 강연을 해주시고 기업 방문을 주선해

주시고 저녁을 함께 해주시는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을 뵈니 정말 없던 애교

심, 학교에 대한 자부심까지 생길 정도였다.

먼저 보스턴에서 만난 하버드 정치경제학 박사 유혜영 선배님에게는 정

말 감동받았다. 한 번도 정치경제학이라는 분야에 흥미를 느낀 적이 없었

지만 선배님의 강연을 들으니 미국 정치 배경과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경

제 정책에 대해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그러니 세계발 경제위기와 

오바마 정부의 대처 등에 관해 최근 경제상황과 연계해서 이해하게 되고, 

궁금한 바가 생겨 질문을 하게 되었다. 다른 분들은 이것이 그렇게 놀라운 

바가 아닐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게는 복잡하기만 보이던 미국 정치에 대

해 흥미를 가지고 기피하려고 했던 정치적 배경을 이해하고자 한 시도는 

다소 놀라운 것이었다.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배님의 강연과,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선배님의 에너지에 하버드 캠퍼스 투어 내내 정말 

즐거웠다. 

뉴욕에서의 ‘동문회의 밤’도 잊을 수가 없다. 교수님들과 동기이신 선배

님들과 이제 막 유학생활을 마친 선배님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모인 만남

이었다. 뉴욕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선배님도 계셨고 Morgan Stanley

에 근무하시는 선배님, 미국과 한국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선배님도 계셨다.

내 맞은편에 앉아계셨던 선배님께서는 아들이 나와 동갑일 정도로 학번

이 매우 높으신 선배님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님께서는 어린 후배

들의 이야기와 진로 고민 등을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선배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셨다.

기업 방문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상당수가 교포인 경우가 많아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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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왠지 나와는 너무 먼 이야기인 것만 같았

다. 그러나 선배님들의 경험은 나와 같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국을 진출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훨씬 더 많이 와 닿았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도움이 되었다. 

특히 이 자리는 다음 날 Citibank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다소 무거운 마음을 떨쳐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마침 이 자리

에 계신 선배님 중 Citibank에서 근무하는 선배님이 계셨고 참석자들의 규

모와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말씀해주셨다. 또한 발표를 준비하

면서 항상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었기에 이를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실무

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해주셨다. 선배님이 다음 날 있을 우

리의 발표에 보여주신 기대감 때문에 그날 밤 더욱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연

습했던 기억이 난다. 

강연해 주신 유혜영 선배님.

동문회의 밤, 선배님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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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TP 미국 편을 다녀와서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나는 그동안 인턴십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다.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서 아직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못하기도 했고 주변에서도 인턴십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

턴십은 자신의 경력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며 원하는 분야로의 

취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기업 관계자들은 수많은 교외

활동보다 실질적인 인턴십 활동을 더 선호했다.

따라서 취업을 희망하고 지원 분야가 정해졌다면 이에 적합한 인턴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원 분야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다른 프

로그램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내가 생각한 것은 첫 커리어가 상

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커리어와는 다른 산업 분야, 직종에 인

턴십을 지원한다면, 전체 커리어 관리라는 보다 큰 틀에서 해당 인턴십 경

험이 기여하는 바와 필요성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

지 않을 경우 이때의 인턴십 경험이 향후 관련 산업으로 취업할 경우 보다 

큰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커리어 목표와는 다소 다른 길로 나아

가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첫 커리어를 선택한다는 마음으로 인

턴십을 택하고 계획해나가야 할 것이다.

GTP를 통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 및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된 점

사실 나는 이번 프로그램의 참가를 통해 내적으로 더 배운 것이 많았다. 

한국에 돌아와서 악몽을 꿀 정도로 미국 일정은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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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뀌었던 것 같다. 

먼저 프로그램 참가자를 비롯해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이 쏟아내는 에너

지를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다. 항상 꿈은 크고 원하는 것은 많으면서 그

에 비해 스스로 쟁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또한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이 턱없이 부족한 모습에 부끄러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면 꼭 금융권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겠노라고 여러 번 다짐했다. 실제로 다음 학기 수강 과목을 신청하면서

도 이때 마음먹은 분야와 과목을 중심으로 했다. 어느 때보다 목적의식이 

뚜렷한 과목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학기를 계획할 수 있었다.

나는 대학에 들어와서 꿈도 많이 작아지고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해

졌다. 어렸을 때의 꿈을 생각하며 대학생의 내가 고개를 내젓게 된 것이다. 

그런 태도가 내심 불만스럽고 걱정되기까지 했는데 미국 현지에서의 활동

을 경험하고 나니 포부가 더 커진 것 같다. 월 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자부심 같은 것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나도 그

들처럼 보다 큰 무대에서, 보다 멋진 동료들과 함께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내 커리어의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향후 계획

나는 회계와 금융 상품 수업을 듣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한 후, 다

음 방학과 내년에 본격적으로 인턴십을 시작하고자 한다. 또한 나의 경우 

국내 증권사보다는 외국계 투자은행에 대한 선호가 더욱 크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사실 프로그램을 함께 하셨던 교수

님께서는 나의 약한 체력을 지적하시면서 한국에 돌아가면 꼭 운동부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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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조언하셨다. 하지만 아직 운동 계획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봐야겠다.

GTP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좋은 경험을 선사할 프로그램인 것

은 확실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진행에 있어 지나치게 학생들을 힘들게 하

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프레젠테이션 준비 기간은 계절학기와 겹쳤는데 

여기에 여러 번 주제를 번복하게 되면서 정말로 지쳐갔다. 사전교육을 프레

젠테이션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면 보다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현지에서의 일정도 조금 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이힐을 

신고 월 가를 뛰어다녔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다리가 아파온다. 뿐만 아

니라 연속되는 기업 방문에 오전에 들린 기업에서 받은 감동과 배움은 쉽

게 사라지기 일쑤였고 마지막 기업 방문에서는 단지 졸지 않기 위해 마지

막 힘을 쏟아 부어야 했다. 발표가 끝날 때까지 3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하

면서 일정을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이미 뱅커의 생활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다고 농담을 할 정도였다. 일정이 조금 더 균형감 있게 배분되어 학생들

이 보다 마음 깊이 방문 국가와 방문 기업들을 느끼고 이를 통해 배운 바를 

정리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외의 기업들을 탐방하고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좋은 

경험이었다. 관심 산업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조사해서 이를 관계자들 앞에

서 발표한 후 그들의 코멘트를 듣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것 또한 소중한 

기회이다. 게다가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을 만나고 그분

들로부터 직접 조언을 듣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경험일 것

이다. 보다 다양한 국가와 보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GTP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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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미국 편을 준비하며

내 컴퓨터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면 가장 먼저 뜨는 페이지는 경력

개발센터다. 올 초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다녀온 뒤로 ‘진로’가 내 생활

의 가장 큰 초점으로 떠올랐다. 3학년 1학기를 동기들보다 조금 더 빨리 마

치고 귀국한 셈이지만 오히려 취업에 관한 초조함은 커지기만 했다. 인터

넷을 켤 때마다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 뜬 공지에서 인턴십 기회를 찾

곤 했고,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고 불합격

하고, 그러다 보니 이번 여름은 아무 소득 없이 지날 것만 같았다. 그러던 

중 예전부터 관심 있게 보고 있던 Global Talent Program이 여름방학을 

맞아 금융계 기업들을 방문한다는 공지가 눈에 들어왔다. 짧게 말하자면 

GTP 미국 편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진로 탐색에 대한 초조함과 금융계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미리 결론을 앞당겨 말하자면 이 두 가지에 있어

서 GTP 미국 편은 적절한 선택이었다.

인터넷으로 지원을 하고, 몇 일 뒤 면접을 보러 오라는 메일을 받았다. 사

실, 면접 보는 날 아침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GTP 미국 편을 다녀와서
이자영 (경영학과 09학번)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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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장소에 들어가자 회사 면접이라도 보는 것처럼 다들 정장을 차려 입

고 있었다. 당황한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재빨리 복장을 단정히 하고 돌

아왔다. 우여곡절이라면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면접 순서에 맞춰 들어갔

고, 면접은 경영대 김수욱 부학장님, 그리고 외국인 교수님 한 분과 이루어

졌다. 짧은 자기 소개와 함께 팀 활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자신

의 사례를 제시하라는 추가 질문이 이어졌다. 자기 소개에서 내가 중점적

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부분은 외국어 구사 능력, 3학년으로서의 진로 탐색 

고민, 적극적이고 솔직한 성격 정도였다. 추가 질문에서 나는 Punctuality, 

Responsibility 등의 세 가지 정도를 대답했고, 사례는 갑자기 생각하려니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한 뒤 마침 듣고 있던 계절학기에서 조별 

과제를 한 게 떠올라 나는 이러했다는 예를 짧게 덧붙였다. 선발의 기준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필요한 말만 짧게 한 편이었고, 또 습관적으

로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얼굴에 시선을 두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 점이 

어쩌면 조금은 플러스 요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열 명의 참가자가 선발되었고, 첫 사전교육 이후 나는 계절학기

를 이유로 거의 참석하지 못했다. 사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

회나 아쉬움은 별로 없다. 다른 참가자들보다 조금 늦게 친해졌다는 점은 

있지만, 내가 배우고 싶었던 내용을 강의하실 때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특히 나는 무대 공포증도 있는 편이었고, 발표 보조 자료를 만드는 데에도 

자신이 없어서 RGB Stylist 분이 ‘발표’에 대해 강의해주셨을 때 가장 유익

하다고 느꼈다. 

GTP 참가자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각자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혜선 언니, 수진 언니와 Citibank에서 발표하

기로 자원했고, 각자 Citi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난 뒤, 가능성 있는 

주제를 준비해서 네이트온 대화를 통해 브레인스토밍을 했다. 그렇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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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첫 주제는 “SWOT 분석을 통한 아시아 금융 시장에서 Citi의 확장 전략”

이었다. 준비하는 동안 팀 내부에서도 지나치게 사실과 상식에 치중된 내

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떻게든 논리력을 갖추어서 완성하려고 노력했다. Research Paper

와 발표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해서 언니들이 Paper를 완성하는 대로 나는 

발표 자료를 만들기로 분담했다. 사전준비 기간 동안 내가 가장 잘 선택했

고 가장 최선을 다한 부분이 바로 발표 자료였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늘 

발표 자료를 효과적이면서도 예쁘게 만드는 선배들을 보면서 부러웠기 때

문에 이번 사전준비 기간 동안 Citi의 색깔과 특성에 맞는 발표 자료를 만들

어 보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고, 나름의 발전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Paper와 발표 자료를 완성한 뒤 처음으로 교수님과 면담을 하고, 같은 

날 센터 소장님 앞에서 리허설도 하게 되었다. 결과는 처음부터 다시 시

작하라는 말씀들. 이대로 미국까지 갖고 가면 오히려 망신만 당할 것이라

는 말씀을 듣고 실망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팀원들도 인정하고 있던 문제

가 있었기에 결국 주제 정하기부터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주제를 바꾸기

로 한 뒤, 가장 한국적인 것을 전달하라는 채준 교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한국형 펀드’를 시작점으로 잡았고, 자본시장통합법(FCA)과 연금 펀드와 

같이 한국적 정서가 묻어나는 금융 상품 두 가지의 안이 제시되었다. 상대

적으로 가장 최근(7월 26일 입법 예고됨)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 

자본시장통합법(이하 FCA)에 대해 발표하기로 결정한 뒤, 한국 Citibank가 

FCA 개정에 따라 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과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에 진

입해야 한다는 주제로 결론지었다. 

이틀 뒤 한국 Citibank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우리 팀의 발표에 대한 

자문을 구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간 광화문 Citi 본사

에서, 한국 Citibank는 투자은행의 업무는 거의 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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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고, 다시금 주제와 발표 방향을 바꿔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다행스럽

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한국 Citi 증권관리부 여러분께서 많은 시간을 우

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주신 덕에 발표의 방향을 현실에 맞게 확

정지을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한국 Citibank가 전 세계를 아우르

는 네트워크의 이점을 이용해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에서 FA(사무수탁)와 

Custodian(수탁)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로 했다. 한국의 FCA법 

개정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실무에 상당히 근접한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었

다는 점에서 우리 팀 스스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게다가 ‘가장 한

국적인 것’을 소개하라는 채준 교수님의 조언과 ‘실무자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내용’을 준비하라는 소장님의 말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이

기도 했다.

최종 확정된 주제하에 나는 FCA 개정에 대해서, 언니들은 각각 FA와 

Custodian에 대해서 조사하고 다시 발표 자료로 취합했다. 차후의 발표 준

비는 다소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각자 스크립트를 만들고, 미

국행 비행기에서도, 보스턴에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발표 당일까지 각자 

계속해서 리허설을 반복했다. 6분 정도의 짧다면 짧을 수 있는 내용이었지

만 지금도 불면에 시달릴 때면 중얼중얼하다가 잠들 만큼, 끊임없이 외웠던 

것 같다. GTP에 참여한 열 명 모두가 그랬겠지만. 이제는 정말 미국행, 발

표 준비로 정신 없이 달려왔지만 결국은 코 앞으로 다가온 미국행만 남아 

있었다. 

2. 현지 활동

출국 전날, 그렇게 기다리던 미국 여행이었지만 발표 준비로 다들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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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자지 못하고 공항에 도착했다. 많은 팀들의 발표 내용이 도중에 틀어

지는 과정을 겪는 덕에 미국행과 기업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나 설렘 따위

는 느낄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 빠듯하게 출국 당일에 이르렀다. 다들 발표

를 도와주신 분들께 누가 되고 싶지 않았고, 학교를, 또는 한국까지도 대표

한다는 생각을 은연 중에 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다. 

비행은 길었다.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10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2

시간의 연착이 있었고, 다시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스턴까지 5시간이 넘는 

여정이었다.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엔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다.

첫날, IPG Photonics라는 제조회사 방문을 시작으로, 하버드 견학과 동

문들과의 만남이 진행되었다. 개인적으로 IPG Photonics는 IT와 금융계를 

방문한다는 이번 GTP의 목적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달리 말하자면 참

여한 학생들의 관심사에서 조금 엇나간 회사였다고 느꼈다. 방문 후에 레

이저 제조업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은 분명하고, 또 30분간 진로나 업무

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답해주신 재무부 직원 분과의 시간 역시 앞으로의 

기업 방문에 대한 마음가짐,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꽤 유익했던 것은 사실

이다. 하지만 IPG 측에서도 우리의 방문 목적과 IPG가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눈치였고, 나만 그랬던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불편했다.

IPG에서 하버드까지 이동하는 동안 여름에 가장 예쁘다는 보스턴 하늘

을 즐기면서 하버드 스퀘어에 도착했다. 하버드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건물

들을 둘러본 뒤, 정치학과 건물에서 각각 하버드와 MIT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시는 선배님 두 분의 강의를 들었다. 한 분은 미국의 정치와 경제위

기를 연관시켜 설명해주셨고, 한 분은 미국 유학이나 진로에 대해 후배들

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이야기들 위주로 진행하셨다. 다소 거창하게 세미나

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선배님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지식과 우리 의견을 

소소하게 나눠볼 수 있었던 자리였다. 다음 날 MIT 방문 역시 비슷하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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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는데,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학교 방문이었지만 두 방문 모두 상당

한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었다. 방학 중이라 공부에 열성을 다하는 학생들

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아무래도 지성의 전당다운 위엄을 지닌 건물

Justice Chapel.

MIT의 Chapel.

하버드 캠퍼스.

하버드, MIT 동문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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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던 것 같다. 

MIT 방문과 급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찾아간 MS Technology Center는 

기대했던 것보다 소박하고 조용한 분위기였다. 아무래도 다른 신생 IT 기

업들—Google이나 Apple 등—에 비해 보수적이고 전통적 IT 기업의 느낌

이 강한 MS의 색깔 탓이었겠지만. MS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Client

들의 비밀을 유지하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고안, 설계

된 Center의 모습보다도, 관계자들 앞에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여과 없

이 보여준 두 MS팀의 발표였다. 금융계에서의 발표를 준비하느라 다소 경

직된 내용과 형식을 띠고 있던 우리 팀의 발표와는 달리 창의적이고 신선

하고, 게다가 논리도 갖춘 그 두 팀의 발표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

다. 미국 방문 내내 그랬지만, 이미 성공한 어른들이나 실무자들, 세계적인 

투자 은행의 Trading floor나 임원실보다도 같이 간 언니, 오빠, 동기들에

게서 배우고 자극을 받았던 점이 월등히 많다. 발표에 임할 때 타고난, 또

는 엄청난 노력에 의한 침착함이나 여유, 재치, 순발력, 자신감, 전공에 대

한 전문성 등등. GTP의 취지 중에 미국의 IT, 금융 기업들에게 서울대학교

의 우수한 인재들을 Selling 혹은 PR 하겠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기

업들에게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겠지만 나에게는 그 점이 확연하게 전달

되었다. 

Microsoft에서 값진 경험과 더불어 여러 선물을 받아 들고 뉴욕으로 향

했다. 신기하게도 일주일 내내 낙뢰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질 거라는 일기

예보에 지레 겁을 먹고 미국에 왔지만 5일 동안 온 비라고는 보스턴에서 뉴

욕으로 가는 버스 안 다섯 시간 동안 잠시 내렸던 것이 전부였다. 다들 양

복에 정장에 구두를 빼 입고 뉴욕 거리를 뛰어다니며 5일을 지냈는데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이었다. 

역시나 밤 늦게 뉴욕에 도착해 지친 몸을 이끌고 K 타운에서 한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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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식사를 했다. 남학생과 여학생 숙소가 거리 10개 정도가 떨어져 있어

서 Plus Career 직원 분들이 두 팀을 따로 인솔해서 숙소로 안내해주셨다. 

여학생 숙소는 뉴욕의 한 민박집이었는데, 방 두 개에 거실이 있었고, 선생

님, 조교님, 그리고 여학생 여섯 명이 자기에 딱 알맞은 수의 침대가 놓여 

있었다. 거실의 전면 창에 반한 나는 눈을 뜨자마자 타임스 스퀘어로 향하

는 전광판들이 보이는 침대에 자리를 잡았다. 뉴욕에 있는 내내 하루에 서

너 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거실의 창가에 자리를 잡은 덕에 동이 트

기 전에 눈을 떠서 뉴욕의 마천루 위로 붉게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셋째, 넷째 날은 어차피 잠도 안 오는 김에 나가서 뉴욕 공기라도 

마셔보자는 마음에 아침 일찍 타임스 스퀘어에 다녀오기도 했다. 자유 시

간이 거의 없어 뉴욕을 즐길 시간은 없었지만 소소하게 즐거웠던 건 이런 

경험들 때문이었던 것 같다. 

셋째 날이자 뉴욕에서의 첫 날은 PricewaterhouseCoppers,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UBS, 이렇게 세 곳의 기업을 방문했다. PwC는 나

에게 생소한 기업이어서 별로 아는 바도 없고 기대도 없었는데 생각보다 

반갑게 우리를 맞아준 한국인 직원 분들과 HR 직원 덕분에 꽤 좋은 인상으

로 남았다. 여기서도 사실 기업 자체의 인상은 그냥 일반적이었는데, PwC

의 M&A에 대해 제안한 광석 오빠의 발표가 오히려 흥미로웠다. PwC 관계

자 분들 역시 발표에 만족하신 반응이었다. 

PwC가 그럭저럭 무난하게 지나갔다면, Bank of America에서의 시간

은 상당한 동기부여의 기회였다. Bank of America에서 발표한 팀의 발표

도 유익했지만, 발표를 들으러 나오신 분들이 너무 바쁜 와중이었기 때문

인지,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

셔서 아쉬웠다. 하지만 Bank of America 발표 후에 던져진 질문들은 날카

롭고 현실적이어서 ‘아, 세계적인 투자 은행의 본점이란 이런 분위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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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깨달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발표 시간을 전후로 우리를 맞이해준 직

원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Bank of America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고, 또 그와 더불어 투자 은행이란 어떤 곳인지, 이 곳에 온 

사람들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했다. Mike Joo나 다

른 한국인 임원 분과의 만남도 투자 은행에서 하는 실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우리 모두의 가슴을 진심으로 뛰게 한 Julie Hong

의 이야기 때문에 살짝 무색해졌다. 

한국계 미국인인 Julie Hong 씨는 바쁜 와중에 우리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이야기해주기 위해 잠시 들렀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그 누가 질문하지 않아도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심지어 우리가 듣고 싶

었는지도 몰랐던 자신의 이야기들을 풀어냈다. 작은 체구의 동양인 여자,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조금은 힘든 점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Julie Hong이 가진 에너지는 엄청났다. 투자 은행에서 일하고 싶어 허드렛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테니 일을 시켜달라는 각오에서 시작된 자신의 커

리어와 자신의 일을 향한 엄청난 열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Julie Hong의 얼

굴만 보고 있어도 진심으로,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이야기하는 모

습만 보고도 충분한 동기부여가 됐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슴이 

설레서 눈을 뗄 수가 없을 만큼 그 열정이 방 전체를 채우는 느낌이었다. 

수많은 유명인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그들의 이야

기를 들을 기회도 꽤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나

도 열정을 갖고 싶다’는 자극을 불러일으킨 적이 없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대체 뭐가 그리 대단해서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는

가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GTP 참가자들

은 모두 나와 비슷한 감동을 느꼈을 것이다. 말이나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열정과 감동이 있었다. Bank of America 방문 역시 별 탈 없이, 호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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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인상만 주고 끝날 수 있었지만 Julie Hong과 이야기를 나눈 그 잠

시의 시간 덕분에 내 인생 전반에 있어서도 잊기 힘든 기억으로 남았다. 

Bank of America에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마지막 방문 기

업인 UBS와의 약속 시간에 늦을 뻔했다. 방문 기업에 전달할 선물들을 들

고 다녔기 때문에, 오빠들이나 선생님이 가장 고생하셨지만, 힐을 신고 그 

짐들을 다 들고 뉴욕의 금융가를 뛰어다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열

심히 달려 도착한 UBS에서는 HR 담당자가 나와서 UBS의 인턴이나 정직

원 채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었고, 미국 본사에서의 채용 기회뿐만 아

니라 홍콩 등 아시아에서의 기회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소개해주었다. 나는 

세 번이나 한국 UBS의 인턴 수시 모집에 지원했다가 스크리닝 과정에서부

터 낙방했는데, 알 수 없는 오기랄까, 그런 것들이 생겨서 최선을 다해 들

었던 것 같다. 이어서 네 명의 1년차, 3년차 애널리스트들이 동석해 우리의 

질문에 답해주었다. 우리와 나이 차가 크게 나지 않는 애널리스트들과 이

야기를 나누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아직 우리—또는 나만—만큼이

나 확정적인 진로 계획이 없는 것 같았지만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에 흥미

를 느끼고 열심히 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기업 방문이 하루에 셋이나 

되자 다들 세 번째 기업에서는 녹초가 되어서 기업 방문의 효과나 영향력

이 반감되기 시작했다. 일정표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다녀보

니 쉽고 편한 일정은 절대, 절대로 아니었다. 

수요일 저녁에는 다시 K 타운으로 돌아와서 서울대학교 뉴욕 동문회 선

배님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5일 동안 다른 사람들과 한 식사 중에 가장 편

안한 자리였다. 평소에 지연이나 학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

었는데, 역시 타지에 나가보니 한국이라는 지연과 서울대학교라는 학연에

서 오는 친근함과 정은 부인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뻘, 그보다도 조금 더 학

번이 높으신 선배님들과, 사회에 진출한지 얼마 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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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배님들 모두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유익한 조언도 아끼

지 않으셨다. 다 좋았던 저녁 식사에서 딱 한 가지 부담이 되었던 점은, 다

음 날 내가 발표하게 될 Citi에서 근무하신다는 선배님을 뵌 점이었다. 발표 

당일에 선배님 덕분에 마음이 편했던 점도 없진 않았지만, 선배님을 실망

시켜 드리거나 혹은 선배님께 누가 될까봐 저녁 식사 이후부터 발표 당시

까지 긴장을 풀 수가 없었다. 

드디어 목요일, 뉴욕에서의 둘째 날이 밝았고, 여태 발표에 대한 긴장감

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던 나도 역시나, 엄청난 긴장감과 부담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된 Citi로 향하기 이전에,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Henry Schein으로 먼저 향했다. 아침부터 좁은 차 안에서 한 시간

을 조금 더 달려 도착한 Henry Schein은 GTP 학생들에게 재무부서의 인

턴십을 제공할 의사가 적극적으로 있는 편이었다. 여기에서 재무부에 근무

하시는 한국 분께서 적극적으로 한국인 인턴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

신 결과로 생긴 자리였다. Henry Schein의 재무 팀은, 회사 자체에도 관심

이나 기대가 별로 없었던 나를 매료시킬 만큼 멋지고 좋은 사람들로 가득

한 인상이었다. 다들 친절했고, 잠시나마 개인적으로 대화할 시간이 주어졌

을 때에도 사소한 질문까지도 상세히 답해주었고, 작은 팀이지만 다들 외

향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느껴졌다. 비록 인턴십 기간이 적

어도 1년이라는 점, 맨하튼이 아닌 롱아일랜드에 위치했다는 점, 미국까지 

나와서 생활을 유지하고 비자 비용을 대기에는 월 180만 원이라는 보수가 

좀 부족한 편이었다는 점 등 때문에 인턴십에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

쯤 같이 일해보고 싶은 사람들이었고, 직무 자체도 기업 재무의 전반적인 

측면을 다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따라 충분히 더 발전시

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매력적이었다. 

롱아일랜드를 떠나 드디어 약 한 달 가까이를 기다리며 준비해왔던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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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bank로 향하는 길, 정말 난 다른 언니 오빠들이 지나치게 여유롭다고 

말할 만큼 긴장도 걱정도 없이 미국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었는데, 딱 두 시

간 전부터 주체할 수 없는 긴장감이 밀려왔다. 더구나 전날 저녁에 동문회

에서 뵈었던 선배님도 우리의 발표 Session에 참석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릴수록 이전의 여유와 침착함은 금새 걱정에 묻혀 버렸다. 발표 

준비를 도와주셨던 한국 Citi 분들도 잘 아는 이사님이 나오신다, 꼭 다녀와

서 후일담을 들려달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고마운 분들께 실망스러운 결과

를 보여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압박감도 있었다. 내가 Citi에서 향후에 Job 

Offer 또는 Intern Position Offer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 따위는 전혀, 떠오

르지도 않았다. 순전히 도의적인 문제에서 최선을 다 하려고 했던 것 같다. 

뉴욕 Citi는 특이하게 상당히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직책의 직원들이 

참석해주셨고, 한국계 미국인,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관심을 갖고 

와주셨다. 나중에 유학생 출신으로 Citi에서 일하고 계신 분께서 귀띔해 주

신 바에 따르면, 우리를 맞아주신 권정석(Jesse Kwon) 이사님이 꽤 높은 위

치에 계시는 덕에 다양한 분들을 모아주실 수 있었다고. 한국 Citi 분들과 

선배님께서 극찬하셨던 권 이사님은 정말 듣던 것보다도 더 자상하고 세심

발표 후 Citibank에서.

Citibank 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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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배려해주셨다. Citi까지 걸어가는 길에 우리와 마주치시자 맛있는 점

심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을 알려주시기 위해 다시 되돌아 오신 것 외에

도, 발표 과정에서 학생들을 많이 배려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30명은 앉을 법한 큰 회의실에 들어서자 숨이 막혔다. 그 때의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지만, 뉴욕 Citi에서 발표했던 경험은 다시 잡기 힘

든, 진심으로 값진 기억으로 남는다. 앞으로 그렇게 남을 것이기도 하고. 권 

이사님과 함께 Global Network 부서의 Vice President가 동석하여 인사

말을 하셨다. 자신이 어떻게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에 들

어가서, 미국으로 건너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와 자신이 유사

한 환경에 있다는 이야기로 서두를 여셨다. 팀에서 첫 순서로 발표하게 된 

나는 진심으로, 우리 발표와 팀의 첫 인상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르는 첫 제

목 슬라이드를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인사말만 20번은 넘게 연습했는데, 

권 이사님께서 우리 발표 주제 소개와 발표자들 소개를 대신하시면서 내 

대사를,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가로채셨다……. 돌연, 아침부터 야심차게 

억양과 악센트까지 고민해가면서 준비한 인사말을 하기 곤란해지자 나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별 것도 아닌 걸로 당황하고 그러는 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하겠지만, 첫째로 나는 꽤 심한 무대 공포증

이 있는 편이었기에 연습만이 나를 조금이나마 덜 떨게 해줄 것이라 믿었

고, 그 연습했던 계획이 틀어져서 당황했다. 둘째로, 나에게는 소중한 경험

이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술하고 싶은 의도 때문이기도 하다. 

다시 소개를 하겠다고 말한 뒤 인사말을 적당히 바꿔 발표를 시작했다. 

FCA법 자체나 개정에 대해 들어보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했더니 

권 이사님이 손을 드셨다. 아무도 안 들 줄 알았는데, 흠, 속으로 생각하면

서 감사하다고 답한 뒤, FCA는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의 약자이며, 최근 한국의 FSC(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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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정안을 발표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냥 최근이 아니라 불과 2주 

전에도 ‘입법 예고’만 된 것이지 확정된 안이 아니기에 앞으로 일어날 변화

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 측면과 시장 반응 모두 그럴 것으로 보인

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앞에서 말했듯 나는 규제 변화를 소개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2009년

에 입안된 법에서는 금지되었던 공매도가 허용될 것이라는 점을 가장 먼

저 언급했다. 정말 예의상, 우리 발표의 초점과는 관계가 없지만 살짝 언급

하려 한 것인데 이 부분을 미처 깊이 공부하지 못했던 것이 잠시 뒤 Q&A 

Session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아무튼, Leverage가 300%에서 400%로 늘

어난다는 점, 펀드 운용 자산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해야 한

다는 조건부로 허용되었던 헤지펀드 운용이 이런 조건들이 사라짐에 따

라 더 많은 투자자들을 유인할 것이라는 점, 투자할 수 있는 혹은 운용할 

수 있는 투자자, 기업의 범위 역시 몇몇 자산 운용사나 공공기관들만 포

함되었던 ‘eligible investors’에서 위험 수용 능력을 가진 ‘professional 

investors’로 확대될 것이며 향후 ‘retail investors’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최근 FCA 개정 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형 헤지 펀드의 프라

임 브로커리지 조건—자기 자본이 3조 원을 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 소개하고, 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 움직임에 따른 시장 반응은 어떠한

지를 글로벌 IB와 한국 로컬 IB로 나누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다. 글로벌 

IB 중 자본 2.5조로 한국 시장에서 1위를 점하고 있는 JP Morgan의 경우 

헤지 펀드 시장이 Retail 또는 Individual 투자자에게까지 개방된다면 진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UBS의 경우 Hana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17조

의 자본을 기록하며 최초의 헤지펀드 도입을 노리고 있었다. 또한 한국 로

컬 IB의 경우 모든 증권사, 1위에서 3위까지도, 은행들이 3조 원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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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상증자의 방법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예

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발표 준비 과정에서 알 수 있었듯이, 한국 Citi는 

이미 뉴욕에 충분히 건실한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을 갖고 있으므로 굳이 

작은 한국 시장에 사업을 또 하나 더 벌릴 필요는 없는 입장이었다. 더불어 

3조 원의 조건은 글로벌 IB들의 한국 브랜치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Citi

를 비롯한 외국계 은행들이 이를 만족시키기 어려웠고, 무엇보다도 FCA

법 원안이나 개정안 모두가 ‘한국의 골드만 삭스’를 육성해보고자 하는 금

융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므로 외국계 회사들에 높은 진입 장벽을 치

고 있다는 점도 한국에서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 진출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한국 Citibank는 이 변화를 틈타 어떤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프라임 브로커를 뒷받침해주는 Custodian(수탁)이나 

FA(사무수탁) 은행 기능이었고, 내 발표는 여기서 끝을 낸 뒤 혜선 언니와 

수진 언니가 뒤를 이어 받아 이 사업 기회들에 대해 소개했다. 

발표는 이러저러하게, 내 스스로는 너무 긴장한 탓에 아무 정신도 없었지

만 Citi 분들의 반응을 보면 꽤 만족스럽게 끝났던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Q&A Session이었다. BoA Merrill Lynch를 제외하고는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온 적도 없었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모두가 진로나 자기 기업에서의 채

용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친근한 분위기에서 나누는 편이었다. 우리가 간과

했던 점은 뉴욕 Citibank, 그 거대한 조직에서 훨씬 더 큰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뉴욕의 직원들 역시도 어쩌면 작다고 할 수 있는 한국 시장에 우리만

큼—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보다도 더—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발표한 날은 8월 12일, 그리고 한국 소식을 듣지 못한 건 출국일

인 7일부터였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발표하기 이틀 전 한국 금융 당국에

서 공매도—앞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고 언급했던—를 3개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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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금지한다는 발표를 했었던 것이다. 1주일 동안 미리 준비한 내용만 열심

히 외우고 공부했던 우리로서는, 특히 그 부분을 맡았던 나조차도, 이틀 전

에 변화한 시장 상황을 미처 잡아내지 못했고 업데이트가 덜 된 발표를 했

던 게 문제가 되었다. 

끝나자마자 공매도는 3개월 동안 금지되지 않았냐는 질문이 나왔고, 정

말 감사하게도 권 이사님께서 대신 질문을 받아 답해 주셨다. 우리가 한국 

소식을 잘 듣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그런 발표가 이틀 전에 나온 것은 맞지

만 여기서 학생들이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굳이 깊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없다고 대신 말씀해주셨다. 

그 뒤에 나온 질문으로는 최근 한국의 금융 위기가 한국의 금융 당국이 

규제를 완화하게 만들었는지 강화하게 만들었는지, 또 한국이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정작 시장에서 실무자들이 원하는 규제는 아니

라는 것 등이 있었다. 두 번째 질문은 글로벌 네트워크 Vice President 분

이 하셨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에 훨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최근 한국에서 한 기업이 해외 계좌를 보유

하고 자금을 융통했던 사실이, 5년인가 하여튼 수년 전의 일이 밝혀졌는데 

한국 정부는 이 자금에 대해 세금을 소급해서 부과했다는 이야기였던 것으

로 기억된다. 이런 규제나 과세가 한국 시장을 규제 측면에서 매우 덜 매력

적으로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쓰는 거라 그 때의 수많은 질문들—약 10개는 넘

었던 것 같은데—을 다 기억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예처럼 Q&A Session에

서 질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답변하려는 과정에서 정말 많

이 배웠다. 한국에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배운 점도 많았지만, 뉴욕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발표하고 질문을 받으면서 얻은 것은 훨씬 더 많았다. 순발

력도 그렇겠지만 실무자들의 생각이나 한국에 대한 외부의 시선, 또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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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도 한국의 규제나 시장 상황에 대해, 당장 그 자리에서, 보다 객관적

으로 바라보고 사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발표와 Q&A Session이 모두 끝난 뒤 긴장이 풀려 정신도 놓아버릴 뻔

했는데, 뉴욕 Citi 분들이 먼저 와서 발표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셨다. 자기

가 학생이었을 때를 생각하면 제2의 언어로 이런 내용을 발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수고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어떤 순간보다도 보람있고 뿌듯

했다. 한 한국계 미국인 분은 내게 개인적으로 규제 당국과 이야기해본 적

이 있느냐며, 같은 내용으로 규제 관련 실무자들과 이야기해볼 기회를 만

들어본다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해주셨다. Bank of America에서 

그들이 던진 질문들은 예리하고 정확했는데, Citi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

지만 조금 다른 점이라면 Citi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수용적이고 친근한 

편이었다는 것이다. 덕분에 발표 후에 발표나 문답 자체에는 100% 만족하

지 못했지만 즐겁고 뿌듯한 마음으로 직원 분들과 대화한 뒤에 Citi를 나설 

수 있었다. 한국과 뉴욕 Citi 모두 굉장히 Inviting 하는 분위기로 우리를 맞

아주셨고, 학생들과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흥미

로운 경험이었다는 반응을 보이셨다. 덕분에 나는 개인적으로, Citi에서 꼭 

일할 기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해졌다. 

Citi에서 발표를 마치고, Goldman Sachs로 향하는 길에 날씨가 화창하

기 그지 없는 강가에서 사진도 찍었다. Goldman Sachs에서는 PwC에서와 

마찬가지로 Campus Recruiting을 담당하는 직원 중 한 분이 나와서 회사

의 전반적인 문화, 연혁, 조직도 등을 소개하고 Campus Recruiting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젠 너무 지쳐서 사실 소개하는 내용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뒤 한국계 미국인으로 Goldman Sachs에서 일하고 

계시는—한국어는 거의 못하지만—여덟 분 정도가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

나 경력에 대해 소개해주시고 우리와 각자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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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졌다. GTP를 다녀온 후 진로에 대해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과

거에 비해 관심있는 분야가 조금 생겼는데, 그 중 하나는 정신없이 졸린 와

중에 이 중 한 분과 Sales & Trading 부서에 대해 이야기 나눈 뒤의 일이었

다. 그 후 다른 직원이 회사 투어를 시켜주셨는데, Goldman Sachs는 정말 

컸다. 또 투자 은행들은 Chinese Wall—주로 상업 은행과 투자 은행, 또는 

증권 등의 각기 다른 분야가 서로 교류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때문에 부

서나 층마다 서로 다른 출입구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신기했다. 미국에 

가기 이전엔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볼 기회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기업 방문 일정을 마친 뒤 KFS, 한인금융인협회와의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다. 상당히 기대했던 자리였지만 그쪽 분들은 별로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았고, 또 그 전날의 동문회에서보다 대화도 

자유롭게 하기 어려워서 생각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운 자리였다. 

뉴욕 일정의 마지막 날에는 Morgan Stanley와 UN HQ를 방문했는데, 

Morgan Stanley에서도 선배님이 나오셨지만 그 분과 함께 오신 인사부 담

당자들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왔는지, 어떤 것을 하려고 왔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으셔서, 그냥 ‘선배님과의 만남’ 정도의 자리였던 것 같다. 

하지만 바깥의 큰 트레이딩 룸이 훤히 보이는 회의실이어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점은 좋았다. 

이렇게 뉴욕 일정을 마치고, 밤을 샌 뒤 다음날 새벽 4시에 공항에 도착

했다. 정신 없이 지나간 5일을 뒤로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3. GTP 미국 편을 다녀와서

GTP를 다녀온 뒤 우선 가장 크게 얻은 것은 경험이다. 발표하고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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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대화해보고, 그들의 열정이나 직업에 대한 책임감도 엿볼 수 있었다. 

미국이라는 큰, 어쩌면 동경에 가까웠던 큰 물에서도 기죽지 않고, 소극적

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알리고 Sell 할 수 있는 방법이

나 용기도 얻었다. 평소에 나의 좋지 않았던 습관, 좋았던 습관—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인다던지—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실무의 세계에도 발을 들여놓았

다는 점이 좋았다.

경험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지식 측면에서도, 우리 팀 발표를 준비하

면서 공부했던 점 외에 다른 팀들의 발표를 들으면서도 많이 배웠고, 실무

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구하면서 금융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직도가 머리에 들어왔다. 진로에 대해 결정된 바는 거의 없었지만, 확실

히 GTP 미국 편에 참가한 뒤에 관심있는 분야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정

할 수 있었고, 덕분에 지금은 Goldman Sachs를 방문한 뒤 관심을 갖게 된 

Trading 부서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다. 

비록 미국에서 인턴십을 찾지는 못했지만, 한국에서 인턴 지원을 할 때

에도 그냥 기업 이름만 보고 마구 덤벼드는 게 아니라 부서나 하는 일을 정

확히 알고 내가 가고 싶은 분야인지를 한 번쯤 Filtering 해보게 되었다. 인

턴 면접을 보면서 GTP에 참가해 뉴욕 Citi에서 발표했던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셨다.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점 자체에 가치를 두

시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프랑스계 투자 은행인 Societe Generale 서울 

지점의 Trading 부서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GTP 미국 

편을 필두로 시작된 내 ‘경력’은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다. 이제 정말 시장

에 나와서 실무에 던져질 자신감과 배짱도 생겼고, 두둑한 인맥도 얻었다. 

GTP 미국 편은 내 사회 생활의 첫 걸음 같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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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미국 편을 준비하며

지원동기

GTP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된 건 2010년 여름이었다. 동아리 선배 언니 

중 한 명이 중국/홍콩 편 GTP에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신기한 프로

그램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지원할까 생각했지만 당시 2학년이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되지 못해 내년을 기약했고, 지원 자격인 학부 3학년이 된 올

해 여름에 지원했다. 단지 신기한 프로그램이라서 혹은 외국에 보내준대서 

신청한 것은 물론 아니다. 이번 GTP는 ‘금융/IT’가 주제였고, 공학도는 아

니지만 IT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던 나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흥미로웠다. 

IT산업에 집중된 프로그램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IT에 집중해 공학계열 학

생들 위주가 될 수도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재미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

문이다. 또 평소에 관심 갖기 어려운 금융 계열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경제 

주체 중 한 축을 다루는 소비자학도라면 금융 분야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미국 사람들도 잘 못 가서 꿈의 도시로 불리는 

뉴욕을 가고, 그것도 중심부의 기업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는 흔하게 오지 

24시간 활용해 준비한 GTP 프로그램
임재은 (소비자아동학부 09학번)

06



 학생 보고서

미국: 월스트리트 및 IT 기업   119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GTP에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과정

6월 말에 지원을 결심하고 지원서 양식을 받아보니 영어로 쓰는 지원서

라서 조금 당황했다. 하지만 읽어보니 인적 사항 외에는 주어진 질문 3개에 

대해 에세이처럼 서술하는 방식이라 형식이나 기타 다른 요소 때문에 어렵

지는 않았다. 세 개의 질문이 있었는데, 왜 이번 GTP 프로그램에 지원하려

고 하는가, 왜 당신을 뽑아야 하는가 그리고 당신이 이번 GTP에 어떻게 기

여할 수 있는가로 기억한다. 세 번째 질문이 가장 어려웠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를 보여주면 되고, 두 번째 질

문에 대해서는 나에게 국한된 내용이니 솔직하게 서술하면 되었지만 이 두 

내용이 세 번째에서 합쳐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 나 

자신이 발전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내가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

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보니 IT와 금융 두 부분을 모두 언급하는 것이 좋

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다 관심 있는 IT분야만 집중적으로 다루었

다. 왜 GTP에 지원했는가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평소에 IT산업이 

재미있어 보였고 관련된 활동도 하고 있다고 적었다. 다른 질문보다 두 번

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 두 번째 질문인 

왜 내가 뽑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전공인 소비자학과 복수전공으로 택

한 언론정보학이 IT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으며 그런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나의 성격이나 기질에 대해서 말했다. 마지막 질문에서는 인문계

열 학생 중 IT 기업에 소개할 학생이 있다면 경력개발센터가 해당 기업에 

제공하는 인재 풀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서술했다. 약 이틀 정도 쓰

고 고치고를 반복하면서 지원서를 썼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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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를 내고 기다리다가 면접 일정 메일을 받고, 7월 6일 아침 9시 반

에 경력개발센터에 도착해 면접을 기다렸다. 어떤 면접을 볼지 가늠이 되

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물어보니 전문적 지식보다는 지원서와 비슷하게 오

픈형 질문을 한다고 해 면접을 위한 특별한 준비랄 것도 없이 참석했다. 면

접 대기실에 들어가서 조금 놀랐던 건 거의 다들 정장을 입고 왔다는 점이

었다. 그냥 까만 원피스에 하얀 운동화를 신고 간 나와 달리 다들 면접용 

정장을 입고 있길래 잘못 입고 왔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차례가 되어서 들

어가보니 한국인 교수님 두 분과 외국인 교수님 한 분이 계셨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물어보셨다. 간단한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이 질문 내용이었는데, 

조금 긴장했었는지 약간 말이 꼬였지만 그럭저럭 대답했고, 3명이 들어갔

기 때문에 한 명당 3분 정도 배당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처음에만 

긴장하다가 나중에 풀리는 타입인데, 워낙 짧아서 긴장이 풀리기도 전에 

면접이 끝나버려 아쉬웠다. 긴장을 잘하는 학생이라면, 자기 소개 정도는 

미리 영어로 연습해서 들어가는 편이 나을 것이고, 영어를 잘하더라도 처

음에는 영어로 말하는 일이 스스로 어색할 수 있으니 대비하는 것이 좋다.

사전교육

GTP 미국 편에 선발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7월 18일 월요일 OT를 시작

으로 사전교육이 실시되었다. 매주 월, 수, 금 4시에 교육이 시작이어서 시

간 맞추는 일은 어렵지 않았고 교육의 내용도 매번 바뀌어서 재미있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7월 27일 특강에는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지만 다른 

특강과 교육에는 모두 참석해서 좋은 정보를 얻었고, 준비도 잘 할 수 있었다.

7월 18일 OT에서 기업 담당 팀과 팀원이 정해졌는데, 나는 Microsoft를 

선택했고 경제학부 07학번 안유진 학생과 같은 팀이 되었다. 팀원을 잘 만

나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나는 행운아였다고 생각한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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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팀도 각자 기업을 선택해서 꾸려졌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업은 나

중에 개인적으로 정하게 되었다. 이때 이미 기업 명단이 확정되었다면 학

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전교육은 크게 두 흐름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외부 인사를 초청해 실

제 사회생활에서 유용할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뉴욕 본토

에서 하게 될 각 팀의 발표를 준비하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OT, 이재홍 UBS 대표 특강, 발표 관련 특강, 

Socializing skill & Business manner 특강, 뉴욕취업 특강이 있었고 그 중 

Danton Ford 씨의 Socializing skill 특강이 가장 인상 깊었다. 이전에 선

발되었다는 메일에서 이정희 씨의 『뉴욕취업』이란 책을 읽어오라고 했었

는데, 그 책에는 미국의 글로벌 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알려주었

다. 책을 읽고 나니 오히려 전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비즈니스맨들은 시간

이 없으니 길게 말하는 걸 싫어한다거나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에도 익숙

해져야 한다 등 영어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나에게는 미국 비즈니스맨들

과 의사 소통하는 일 자체가 매우 어렵고 무서운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Ford 씨의 특강을 듣고 나서 그 부담이 좀 덜해졌다. 외교안보원에

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받아, 예의와 격식을 중시하는 분이 아닐까 

생각했다. 물론 예의범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나 자신을 유지하

고 가면을 쓰지 말아야 성공적인 socializing이 가능하다는 말에 걱정이 줄

어들었다. 실제로 내 주변 사람들을 포함해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쓸 때 

다른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영어를 쓸 때 

갑자기 톤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수다스럽게 변하

는 일들이 괜찮은 것일까 의문이 있었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영어든 한국

어든 일단 사용하는 주체는 나이니만큼 나 자신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확

신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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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Ford 씨의 특강에서 명함 활용에 대한 유용한 팁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다른 학생들과 서로의 명함을 주고 받으면서 socializing을 실습했

었는데, 그 후에 집에서 명함 뒤에 만난 날짜와 장소 등을 기재해두고 메일

주소가 보통 적혀 있으니 그 주소로 3줄 정도 짧게 메일을 보내면 내가 계

속 연락하고 싶은 사람과 네트워크를 만들기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다. 물

론 바로 앞에서 명함에 무얼 적는 행위는 예의에 어긋나지만, 앞으로 만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외우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웠다. 

미국에 가서도 이 팁을 사용해서 연락을 취했고 앞으로도 좋은 팁이 될 것

이다.

두 번째 사전교육 파트는 교수님과의 주제 관련 면담 및 발표 리허설로 

이루어졌다. 나는 Microsoft를 맡았는데, 팀 발표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을 

겪었다. 이 기회를 빌어 팀원인 안유진 양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

한다. 팀원과 잘 맞지 않기까지 했다면 즐거워야 할 미국 GTP 준비가 그야

말로 악몽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전체 준비과정은 대략 기업 리서치 페이퍼 작성, 주제 선정, 발표 자료 

개요 작성, 발표 준비로 볼 수 있다. 리서치 페이퍼를 처음 만들어보기 때

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뉴욕취업』 책의 리서치 페이퍼 부분을 교과

서처럼 두고 MS의 10-k보고서와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사이트

를 참고해 만들었다. 주제 선정에서는 MS사가 대주제를 정해주어 다른 조

에 비해 조금 더 수월했다고 생각한다. 대주제는 Adoption of Consumer 

Technologies in Workplace였는데 소비자학과인 나에게도 친숙한 주제

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consumer와 consumer technology는 다른 개념이

라는 걸 곧 깨달았다. 

처음에는 workplace라는 단어를 듣고 MS 사무실을 기준으로 모든 기업

이 사용할 수 있는 SNS형 기업 내부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구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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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두 분과의 면담에서 얻은 조언을 토대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스

크립트 연습까지 마치니 출국 전 5일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 그 전에 경력

개발센터 소장님 및 다른 교수님 앞에서 리허설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쳐 있었다. 그런데 출국 4일 전 한국 Microsoft 직원 두 분 앞에서 발표를 

한 결과 우리 팀이 구상한 거의 모든 것들이 이미 구현되어 있었고, 사무실

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2주가 넘게 준비해온 내용들이 전부 필요 없

어져서 실망도 컸지만, 보스턴에서 한국 최고 대학 학생들이라고 소개받고 

발표하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발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 시

작했다. 다행히 우리 팀은 생각도 비슷하고, 인간적으로도 잘 통하고 무엇

보다 생활 패턴이 아침형과 올빼미형으로 정반대라서 남은 3일 동안 하루 

24시간 꼬박 일하는 효율을 낼 수 있었다. 떠나는 날 오전 10시 반에 프레

젠테이션 파일과 스크립트가 완성되어서 비행기 안에서 연습할 수준까지 

완성한 일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뿌듯하다. 

이번 GTP 프로그램의 프레젠테이션 준비과정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측 불가능’이라고 하고 싶다. 팀을 막론하고 다들 출국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바뀌거나 새로운 기업이 추가되기도 해서 단계별로 준비했다기보

다는 며칠 동안 동시다발적인 일 처리로 준비해야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한

다면 보스턴이나 뉴욕에서 준비한 과정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

선 내가 속한 팀은 보스턴에서 다듬기만 했기 때문에 다른 학생에게 넘기

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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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활동

회사 소개

미국 편 GTP에서 방문한 회사는 총 9개이다. 보스턴에서는 IPG 

Photonics, Microsoft Technology Center를 방문했고, 뉴욕에서는 PwC, 

BoA Merrill Lynch, UBS, Henry Schein, Citibank, Goldman Saches, 그

리고 Morgan Stanley를 방문했다. 각 기업의 주요 업무와 고객층, 분위기 

정도만 언급하고 직접 발표를 준비했던 Microsoft Technology Center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다. 비슷한 업종의 회사끼리 묶어 서술

하려고 한다.

먼저 IT기업부터 시작하겠다. 보스턴의 IPG Photonics는 미국 도착 다

음날에 방문한 회사이다. 조용한 보스턴 근교에 자리잡고 있었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조용하게 설명해주어서 차분한 이미지가 기억난다. 이 회사는 레

이저를 사용한 재료 가공 및 디자인 기술을 제공하는 곳으로, 주요 고객층

은 일반 개인 소비자보다는 회사가 주를 이룬다고 들었다. 동종 업계에서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 담당자가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Microsoft는 1975년에 설립되어 거의 모든 PC에 제공되는 OS

인 윈도우 시리즈를 통해 개인 및 사무업무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

는 회사이며, 최근에는 XBOX와 ZUNE이란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인용 IT 

기기도 다루고 있다. 큰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번 프로그램에서 방문한 곳은 그 중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Microsoft 

Technology Center이다. 이곳은 MS사의 Technology Center 중 미국 관

리 업무를 맡은 곳이며, head quarter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지만 기본적

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춰 기술적인 지원을 전체적으로 계획 및 제공한다. 

Mike라는 기술자가 동행해 센터 내부를 소개해 주었는데, 회사 데이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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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를 관리하는 공간, 유명한 회사의 기술자들이 각자의 회사끼리 모여 

기술을 연구하는 공간, 그리고 그의 전문 분야인 멀티미디어 기술 개발 공

간 등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기술자끼리 모여 있는 공간은 다른 회사에게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방마다 방음벽을 해 놓았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MTC는 다양한 기술 요소들을 복합해 회사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고객이 원하는 일을 기술적으로 실현시키는 곳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Mike 외에 전체 센터의 Director로 소개한 Sven Ingrad는 회사 내부를 

구경하는 동안 동행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일일이 인사하는 등 직원들에

게 친절했다. IT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삼성이나 LG의 기술 개발

센터라면 전체 책임자가 그렇게 친근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래 사진은 발표를 끝낸 후 MTC 관계자 세 명과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

PT를 끝낸 후 MTC 관계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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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찍을 때도 농담을 던지는 등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어 발표가 끝난 후에

도 정말 기분이 좋았다.

또 기술개발자나 Ingrad 씨와 같은 세일즈 담당자, 고객이 서로 밀접하

게 연결되어 최고의 결과물을 위해 협력하는 업무 구조가 훌륭하다고 생

각했다. 소비자학도로서 IT 기업에서 일하게 된다면 이렇게 소비자를 위한 

유기적인 구조를 계획하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MTC의 업무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들었다.

두 번째 그룹은 컨설팅 계열의 회사들이다. 먼저 PwC는 영국 런던에 본

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에서 딜로이트 다음으로 큰 회계 컨설팅 회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일PwC Advisory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 회사의 주고

객은 중소 및 대기업이다. 내가 생각한 이 회사의 특징은 학생들을 선호한

다는 것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점이었다. 뒤에 소개할 Henry Schein

과 더불어 미국에서 방문한 회사 중 학생 인턴에 대해 우호적으로 자세히 

소개해 주었고, 인종적인 다양성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았다.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Henry Schein은 의학품 등 건강관련 제품 및 서비

스를 사무실 단위로 유통하는 회사이다. Office-based Practitioners라는 

말을 직역하다 보니 사무실 단위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수의사가 고객이

라면 수의사의 사무실 공간 구조나 직업 특성을 고려해 각종 물품부터 업

무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한번에 제공하는 일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런 업종이 있다는 걸 처음 들어본 나로서는 매우 흥미로웠다. 

세 번째 그룹은 금융 서비스 전반을 다루는 은행이다. BoA는 개인과 기

업 두 고객층 모두를 위해 일반적인 예금이나 주택 대출, 유산 및 세금 관

리 등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직원이나 회사 분위기 자

체가 따뜻해 보이지는 않았다. 아마 금융업종에 종사한다면 거의 그런 분

위기가 아닐까 짐작해 보지만, 다음날 Citibank와 비교해 본다면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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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웠다. 또 Citibank는 Citi Group의 소비자 금융 기업으로 우리나라에

도 잘 알려진 은행이다. 직접 가서 느꼈던 점 중 하나는 다른 금융계 기업

에 비해 분위기가 부드럽다는 것이다. 같이 간 학생들의 발표 때 10명이 넘

는 직원들이 참석해 열심히 들었고, 성의 있는 질문도 많았으며 끝나고 나

서 친목을 다지는 자리에서도 학생 개개인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 특

정 부서의 vice president인 남자분은 일일이 먼저 악수를 청하며 친근하

게 대해줘 뉴욕에서 본 기업 중 가장 편안했다.

네 번째 그룹은 투자은행 계열로 모아보았다. UBS는 유명한 스위스계 

IB이다. 사전교육을 통해 IB의 개념을 알고 나니 이해하기가 한층 수월했

다. 올해 방송됐던 ‘마이더스’라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회사를 사고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라마 제작상 극단적이고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

나긴 했지만 나처럼 IB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가장 쉬울 

것 같다. 애널리스트 5명과 중역 2명이 회사에 대해 소개해주었는데, 소비

자 분석 쪽에서 일하는 애널리스트 2명이 IB가 생각보다 시대의 흐름에 민

감한 분야라는 것을 알려주어 흥미로웠다. 업무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지

위 상승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들어 회사의 분위기 자체는 평등한 1 대 1 관

계로 보였다.

Goldman Sachs는 UBS처럼 IB에 특화된 금융기업이며 기업 단위의 고

객층을 형성하고 있는 회사이다. 국제 IB, 증권, 투자 관리 및 기타 금융 서

비스를 제공한다고 알고 있다. 회사 분위기는 차분하고 내부는 미술관같이 

많은 예술작품이 전시되어 있어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엘리베이터 기

다리는 시간까지 줄이기 위한 장치 등 항상 바쁘고 긴장해야 하는 회사라

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회사는 Morgan Stanley로 투자 은행이자 글로

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고객층은 회사 외에 정부나 금융기

관, 개인까지 다양하고 본사는 뉴욕에 위치하고 있다. 분위기는 Gol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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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hs와 비슷하게 바쁘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인턴십 채용과정

인턴십 채용과정은 이번 GTP 팀이 방문한 모든 회사에서 설명을 들었

지만, 이는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내가 발표한 

Microsoft의 인턴십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하는 것을 토대로 홈페이지 정보

와 비교해가며 쓰려고 한다. 나머지 기업의 인턴십에 대해서는 자세히 적

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인턴십 채용에 필요한 정보들을 쓰겠다.

먼저 Microsoft의 인턴십부터 살펴보겠다. Technology Center 방문 때 

Ingrad 씨가 인턴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각 센터 별로 선발하지는 않고 

MS 본사에서 인턴십을 받아 인재가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방식을 취한다

고 설명해 주었다. Microsoft University Careers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인턴십 정보를 보기 전에 Technical/Business/MBA Internship 세 계열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각 인턴십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

에 현재 가능한 인턴십 정보를 제공할 때부터 나눠놓은 것 같다. Technical 

Internship은 software development, hardware development, user 

experience, IT & operations, game design, content publishing으

로 나뉘어 있다. Business 계열에는 finance, human resources, legal, 

marketing, sales가 있고 MBA 계열은 Business에서 legal을 빼고 

operations & project management가 들어간다는 점이 다르다. 

인턴십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학교 리쿠르팅과 개인적으로 

recruiter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 Technical 인턴을 제외한 다른 두 계

열에서는 미국 소재 대학교 위주로 담당자가 배정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각 부서별 담당자에게 개인적으로 메일로 지원서와 이력서를 어필하는 방

법도 있다고 한다. 특별히 시기가 정해져 있는 다른 회사와 달리 수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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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필요할 때마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기를 맞춰 준비한다기보다는 이

력서와 자기소개서인 CV(Cover Letter)를 준비해두면 된다. 

Microsoft의 인턴십 지원에 필요한 자격으로 우선 그 분야와 관련된 전

공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거의 1~2년 정도의 사전 인턴십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험자 우대야 한국에서도 존재하지만 지원 자격으

로 경험을 중시한다는 건 미국 사회에서 일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요소

라고 생각한다. 보수에 대한 정보는 알기 어려웠는데, 각 부서마다 달라 일

괄적으로 답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한다.

이처럼 수시로 인턴 지원을 받는 회사들도 있지만, 많은 회사들은 공식

적인 인턴 지원 기간이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인턴십 지원을 해야 한다. 

아주 체계적인 절차가 있다고 생각한 회사 중 하나는 UBS이다. 다른 기업

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세계 각지에 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인턴 지원 마감일이 다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 보통 11월 하순에 

마감을 하는데, 올해는 11월 25일에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UBS 자체

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우수한 지원자는 인터뷰 기회를 얻게 

된다. 

그리고 뉴욕에서 각 기업을 방문하면서 알게 된 점은 한국과 달리 자

격 요건에서 전공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물론 회계 컨설팅 회사

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인 회계 지식이 필요하고,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면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UBS나 Goldman Sachs에서 만

난 사람들은 역사나 미술을 전공했더라도 그 기업에 취직해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인턴을 하고 싶은 회사에 대해 자세

히 조사하고, 해당 업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면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

도 충분히 인턴십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BoA에서 만난 한인 중역 중 한 

명인 Julie는 입사 인터뷰를 보기 3주 전 매일 『이코노미스트』나 기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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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신문을 빠짐없이 읽으면서 흐름을 파악해야 긴장하지 않고 유연하게 

인터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인턴 자격 요건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그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라고 느꼈다.

국가 소개

이번 GTP가 방문한 미국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많은 사

람들이 이미 미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포함해 50개 

주로 이루어져 있고, 북아메리카 대륙에 걸쳐 있는 큰 나라라는 건 이미 알

고 있었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까지 가는 데

만 5시간 정도가 걸려 미국이 넓다는 걸 실감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 이루어져 있고 주 정부가 독립적인 권한을 지니

고 있다. 물론 몇몇 주는 재정이 열악해 연방정부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지

만 대부분의 경우 주 정부의 독립성이 강하고 또 인정되기 때문에, 지방자

치제가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한국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한국과 다

르고, 그렇기에 개인들은 자신이 사는 주에 기초한 정체성이 매우 강하다

고 들었다. 보스턴에서 하버드 방문 시 서울대 동문으로 박사과정에 있는 

유혜영 동문이 미국의 정치제도에 대해 강의를 해주었는데, 미국의 정치

는 주에 따라 다른 전략을 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부에서 서부로, 북부에

서 남부로 갈수록 정치색이 확연히 달라지고 선호하는 정책도 달라지기 때

문이다. 또 선거인단 제도가 있어 인구수가 큰 주 13개의 표만 관리해도 미

국 전체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나 정치인이 선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구수가 적거나 영향력이 적은 주 주민들은 정치에 대해 관심도가 

극히 낮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호남지방에서 정치적 불이익에 대해 토로

하고 영남지방과 대립구도가 형성되거나, 충청도나 강원도 소외론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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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는 등 전 지역 주민들이 지방정부 외에 한국 중앙정부의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는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물론 젊은 층이 정치에 대해 갈수록 

관심이 적어지는 형국은 비슷하지만, 전반적인 정치 관심도는 한국에서 더 

높다고 느꼈다.

미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우 넓고 또 주에 따라 특성이 많이 달라

지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생활모습이나 문화 등을 일괄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번 GTP에서는 보스턴과 뉴욕 등 동부의 두 도시만 방문했기 때

문에 여기서 생활하며 느낀 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보스턴은 대학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차분하고 조용했으며 사람

들도 대부분 소탈한 차림으로 다녔다. 그리고 건물들도 붉은색 벽돌로 짓

는 등 전형적인 미국식 건물보다는 유럽풍의 건물이 많아 고풍스러웠다. 

방문한 하버드 대학교는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 캠퍼스보다는 박물관 같은 

느낌이 나기도 했다. 위의 사진은 하버드 중앙도서관에서 찍은 사진이다. 

하버드 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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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의 모습도 그렇지만 건물 외부도 유럽의 오래된 대학 같은 분위기

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대학교가 모여 있는 도시가 특별히 조성되

어 있지는 않고 서울의 신촌처럼 대학교가 밀집한 곳이 있는데, 젊음의 활

기를 강조하는 한국의 대학교 거리와 달리 학문하는 도시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신선했다. 

반면 뉴욕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본 그대로 화려하고 미국 대도시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관광객이 많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보

스턴에 비해 인종도 다양했고, 곳곳에 영어 외에 스페인어와 일본어, 중국

어가 쓰인 간판이나 팸플릿 등을 볼 수 있었다. 뉴요커들은 전반적으로 보

스턴에 비해 겉모습에 신경을 썼지만, 실용적인 옷차림을 하고 다녔다. 많

은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택시 등으로 출근을 하는데 정장 치마에 티셔츠를 

입고 슬리퍼나 낮은 신발을 신어서 많이 걸어야 하는 뉴욕에 맞게 옷을 입

고 다니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관광객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사

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줄을 서는 경우가 허다한데, 예상 외로 조급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사려고 줄을 설 때도 앞 사람이 천천

히 주문하고 계산하더라도 차분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보통 

동부에 사는 사람들은 말이나 걸음걸이, 일 처리까지 모두 빠르다고 들었

는데, 바쁘게 살지만 조바심 내지 않는 모습은 서울 시내에서 보기 어렵다. 

센트럴 파크를 갔을 때 뉴욕 사람들의 바쁘면서도 여유로운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영화에 나오듯 쉴새 없이 말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고층 빌

딩 옆에는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공원이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직장과 가정을 철저히 분리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중시하는 미국인들의 모

습을 보여주는 광경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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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 특강, 현지 특강 및 동문과의 만남

개인적으로 뉴욕을 방문해도 도시를 알아가는 일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GTP를 통해 뉴욕을 방문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 때문에 

GTP의 가치가 더해진다고 생각한다. 서울대학교 동문도 있었고, 동문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건너가 성공한 분들이나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한인 2

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중 BoA에서 만난 Julie라는 한국계 미국인 중역의 특강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감동하게 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건너왔고, 롱아일랜드에서 자란 Julie는 나중에 하버

드 대학교에 들어가 Finance를 전공했다. BoA 중역이 되기 전 다른 은행

에서도 근무하면서 실력을 쌓았다는 이야기까지는 성공한 사람들의 수기

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그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 노력한 

것들을 얘기해주면서 한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인종과 국가는 중요하지 않

으니 끝까지 힘내라고 격려할 때는 Julie의 에너지와 열정 때문에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올 때의 심정이 되어버렸다. 키도 작고 마른 전형적인 

동양인 여성의 모습이었지만 ‘나는 가수다’의 박정현 씨처럼 작은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방 안을 압도하는 모습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다. 

목소리도 작고 약간 소심하기도 한 나는 대학 입시를 위해 구술 면접을 

준비할 때도 힘없어 보인다는 소리를 몇 번씩 들었고, 나중에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밥 안 먹은 것 같다는 말도 많이 들었다. Julie의 화려한 학벌이나 

커리어도 멋지지만, 무엇보다 그걸 가능하게 한 그녀의 에너지가 제일 부

러웠다. 에너지나 열정이란 단어는 수없이 듣지만 막상 그 단어를 ‘체험’하

기는 쉽지 않은데, 처음으로 열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 

다른 많은 조언보다도 Julie를 한 번 만났던 일 자체가 나에게는 큰 자극이

고 훌륭한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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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한인 거리에서 열린 서울대 동문의 밤도 기억에 남는다. 뉴욕에서 

일하는 선배님들과 미국 쪽에서 일하지는 않더라도 금융 관련 기업에 취직

한 선배님들을 만나볼 수 있어 좋았다. 금융 기업을 잘 알지 못해 직업이나 

회사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성의껏 답해주셔서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울릴 

수 있었다. 

최근 서울대를 비롯해 많은 대학교에서 글로벌 리더를 키우자는 슬로건

을 내걸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글로벌 리더가 어떤 건지 감이 오지 않아 동

기부여도 되지 않았다. 서울대 동문의 밤에 참가하고 나니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것이 꼭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뜻보다는 나의 활동 범위가 한국을 

벗어나 자유롭게 넓어진다는 걸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교육이나 운동 등 자신에게 투자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생각하는 범위를 전 세계로 넓힐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글로벌 리더가 아닐

까 싶다. 

하버드에서 만난 유혜영 선배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학업 수행 능력에

서 하버드 학생들에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더 크게 생각해도 된다

고 조언해준 적이 있다. 나를 비롯해 이 글을 읽을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동

문의 밤에서 만난 선배들처럼 멋진 커리어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

고, 실제로 이룬 분들을 보니 목표가 생겼다. 그래서 동문의 밤이 기억에 남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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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TP 미국 편을 다녀와서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아직 인턴십을 해보지 못한 나로서는 성공 전략을 말하는 것 자체가 부

담스럽지만, 그래도 GTP를 해본 학생으로서 느꼈던 점과 각 기업의 채용 

담당자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다음 GTP를 준비할 후배들에게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먼저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물론 원어민 수준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학

생이라면 오히려 한국이라는 배경이 기업에게는 문화적 다양성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다. 더구나 원어민

이 나를 외국인으로 대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주거

나, 쉬운 용어를 사용하겠지만 회사 직원 혹은 동료로 대한다면 상황이 많

이 달라질 것이다. 미국에서 일반적인 의사소통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회

사에 가서 직접 보니 그 곳에서 일할 때 의사소통이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

이 가장 먼저 들었다. 

앞에서 나는 IT 기업에 관심이 많고 금융기업은 잘 몰랐다고 했는데, 기

업에 가서 간략한 기업 소개를 들을 때도 그 차이가 확연히 나타났다. IPG 

photonics나 Microsoft에서는 기업 소개를 들을 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

니었다. 반면 은행이나 IB 기업을 갔을 때는 기본적인 단어, securities나 

stock 같은 단어들 빼고는 대화의 흐름 자체를 따라가기 힘들어 애를 먹었

던 경험이 있다. 단순히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것을 떠나 그런 대

화의 흐름을 알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일반적인 영어공부

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일주일 내내 했던 것 같다. 동시통역가 최화정 씨

가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 때 그를 대비하려고 정해진 주제에 대



136   2011 Summer Global Talent Program

해 엄청나게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 때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도 프

랑스어로 된 의학 단어를 간호사에게 묻는 등 노력을 들였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나는 금융계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지만, 앞으로 

GTP에 참가하고 또 그 기업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까

지 발전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미리 자신이 원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방문할 

회사의 업계에 대해 영어로 혹은 해당 국가의 언어로 공부해 두는 것이 좋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회사에 대한 리서치도 미리 해두는 것이 편하다. 자신이 관심 있는 업종

으로 가기 때문에 해당 연도 GTP를 신청하는 학생이 많을 텐데,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니만큼 이름 있는 회사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그런 기업에 대해 미리 조사해 두는 것이 프로그램 준비에도 또 개인

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IT 기업이라면 Apple이나 Microsoft, Google 

정도가 있을 것이고 IB라면 Goldman Sachs나 UBS 등이 있을 것이다. 이

런 식으로 얼개가 잡힌 후에 각 회사가 공개한 재무 보고서 외 뉴스 기사 

등을 통해 회사 사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나는 회사 리서치 페이퍼를 쓸 

때 미국 정부 쪽 자료와 각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 외에 유명한 신문

사나 저널의 홈페이지도 많이 이용했다. New York Times에 회사 이름을 

치면 현재 주가와 간단한 소개 및 매년 재무 상황에 대해 만드는 10-K 보

고서까지 볼 수 있다. 물론 사전교육 일정에 리서치 페이퍼가 있기는 하지

만, 이를 만들면서 좀더 애정을 쏟는다면 나중에 그 회사를 방문했을 때 창

의적인 질문을 할 지식적인 토대가 만들어지는 만큼 인턴십을 얻을 확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이라면 현실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다. 해

외 인턴십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얘기했지만, 외국의 회사들이 한국인을 

인턴십에 채용할 확률은 높지 않다. 초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도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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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고, 유럽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연결된 상황에

서 언어 문제가 의심되는 외국인에게 인턴십을 주려는 동기는 적을 것이

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이라면 꼭 유럽이나 미주대륙이 아니더라도 아시아 

쪽에 지부가 있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 계열 기업이라면 반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GTP에 참가해 해당 국가에서 인턴십을 받는 일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일 자체에 대해 더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 해외 인턴십 경

험은 분명 멋지지만 그만큼 얻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지나치게 간

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GTP를 통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 및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된 점

이번 여름 GTP에 참가하면서 스스로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이 많이 바뀌

었다. 미국에 있던 1주일 동안 나의 가능성이 생각보다 더 작다고 또는 더 

크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가능성이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한 이유는 개인적 

실력에 대해 과신하고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원래 언어 자체에 대

한 관심이 많아 영어 공부 자체도 즐기는 편이었고, 다른 외국어에 대해서

도 관심이 많아 언어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있던 편이었다. 그러나 미국에 

가서 직접 부딪혀 보니 내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았고, 

세계에서 통용되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중국어나 스페인어 등 외국

어를 공부한다면 그들과 경쟁하기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점도 계속 생각했

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 대한 그 동안의 자신감에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하

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자신의 능력은 계발할 수 있고 가능성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 가능성에 대해 냉정하게 바라본 경험은 유쾌하지는 않아

도 유익했다. GTP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더 늦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더 어려웠을 것이다. 나 스스로에 대해 객관

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을 깨달은 것이 GTP를 통해 바뀐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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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나의 가능성이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한 이유는 나를 정의하는 범주

를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이거나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학생이

기 때문에 혹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왔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정의하며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 짐작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는 것을 미국에서 느꼈다. 몇 년 전부터 ‘통섭’이 기업 종류를 막론하고 중

요한 키워드로 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로 기업들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받아 그런 트렌드에 대응하고 있다고 느꼈다. 따

라서 스스로를 특정 업계나 직종에 제한시킬 필요가 없고, 나는 생각보다 

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직접 경험한 것도 나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인으로서의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국인 개개인의 문화

적 배경과 인종, 사고방식은 다양하고, 그래서 말과 행동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잘못하면 의도치 않게 차별대우를 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종의 다양성이 적은 한국에서도 인종이나 국

가에 따른 차별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은연중에 그런 사고방식을 체득하게 되었던 것 같다. 미국에서 다양한 배

경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에서는 자주 생각하지 못했던, 잘못된 사고방

식에 대해 많이 생각할 수 있었다. 이번 미국 방문은 나와 다른 삶을 어떻

게 대해야 할지를 알려준 좋은 기회였다.

향후 계획

앞서 GTP를 통해 변한 점 중 하나가 나의 언어 능력에 대해 반성하게 되

었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앞으로 언어 공부에 좀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

할 생각이다. 남들보다 더 많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면 앞으로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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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어로 생각을 표현할 때 말의 흐름보

다 어려운 것이 적합한 단어를 고르는 일인데, 지금까지 내가 읽은 책들은 

대부분 패션이나 종교 쪽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책이어서 단어의 풀 자체

가 좁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법 계열 혹은 과학에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

는 책을 더 많이 읽도록 노력하고, 금융 관련 단어는 영어권 신문을 보면서 

익힐 계획을 세웠다. 단어를 외우기 위한 책을 공부하는 일은 중학교 때부

터 지금까지 익숙해지지도 재미를 붙이지도 못했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방

식을 찾았고, 드라마나 책으로 접하는 경우 이야기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단어에 익숙해지기 쉬워 영어공부에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제2외

국어로 중국어를 공부해 볼 계획인데, 중국 드라마나 책을 보기에는 실력

이 많이 부족해 우선 HSK 관련 책으로 체계적으로 실력을 쌓고자 한다. 이 

두 가지가 다음 학기 나의 학업 목표에 포함될 것이다.

전공 공부에 대해서도 범위를 넓힐 필요성을 느껴 전공 강의 외에도 관

련된 사항들에 관심을 가지려 한다. 소비자학을 전공한다고 소개할 때마다 

소비자학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 나의 전공에 대해 깊이 있

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소비자 및 시장 트렌

드 분석에 관해 출판된 책이나 잡지, 신문에 실린 칼럼을 읽는 습관을 들이

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다.

끝으로 GTP 방학 편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꼽는다면, 발표 준비과정의 

체계성과 기간을 들 수 있겠다. 사전교육 과정에서 들은 많은 특강들은 분

명히 유익했지만, GTP의 제일 큰 목표는 학생들이 해외 인턴십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것이니만큼 발표 자체에 대한 특강을 조금 더 많이 했

으면 좋겠다. 비즈니스 매너나 socializing skill에 대한 특강 자체는 좋았

지만 기본적으로 3주라는 짧은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제 잡기와 리

서치 페이퍼 작성에 대한 강의가 강화된다면 실제로 준비하기도 더 수월할 



140   2011 Summer Global Talent Program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는 RGB 스타일리스트의 강의 때 이런 실질적인 

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강의가 한 번밖에 진행되지 않아 아쉬웠다. 그리고 

그런 강의들이 OT와 함께 진행되거나 사전교육 첫 주에 배당되었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발표를 준비할 때 해당 기업의 한국 지사나 다른 전문

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 점은 훌륭했지만, 이 과정이 

처음 주제를 잡을 때부터 같이 병행되었다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더욱 완

성도 높은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처음에

는 학생들끼리 아무런 제약도 도움도 없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할 필요

가 있고, 학생다운 아이디어가 발표의 중점이 되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은 그 다음에 받아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을 상대

로 하는 발표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학생 수준의 리서치

로는 회사 내부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어떤 아이디어를 더 선호할지 등

은 알기 힘들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구체화 할 때는 그러한 정보가 꼭 필요

하다. 학생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이 조금 짧았다고 느꼈다. 한 달이나 그 이

상의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다면 리서치 페이퍼를 작성하거나 아이디어에 

대해 심사숙고할 시간적・심리적 여유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다음 GTP가 계획된다면, 다른 학생들은 이번보다 더 편하

게 발표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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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미국 편을 준비하며

지원동기와 과정

우연히 어떤 모임에 갔다가 이번 GTP가 미국 월스트리트에 간다는 얘기

를 들었다. 지원 마감일이 거의 다가와서 들은 얘기였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 월스트리트에서 내가 꿈에 그리던 금융 기관들을 방문한다는 것이었

다. 평소 Investment Bank를 꿈꾸던 나에게는 정말 fantastic하다고 느껴

졌고 바로 경력개발센터에 가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고 제출했다. 이

번 GTP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도와준 분은 평생의 은인으로 모실 생각이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

후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영어 writing 점수가 별로 좋지 않다는 말을 들

었기 때문에 인터뷰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인터뷰는 아침에 

모두 모여서 세 명씩 한 조로 이루어졌다. 한국인 교수님 두 분, 외국인 교

수님 한 분과 약 10여 분간 모두 영어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간단한 자기 

소개와, 내가 GTP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질문 받았고 만족스럽지는 않

2011 Summer Global T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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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예전에 싱가포르 교환학생을 

갔을 때 알게 된 교수님께서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첫 internship을 HSBC

에서 할 때 추천서를 써주셨던 것이 있어서 함께 제출했다.

사전교육

사전교육은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약 2주간 진행되었다. 식사 매너, 프

레젠테이션 스킬, 소셜 네트워킹 스킬 등등에 대해서 각계 분야의 전문

가 분들과의 시간을 통해서 배워나갔다. 사전교육 첫 시간에는 한국 UBS 

Investment Banking Division의 이재홍 대표님과 함께 시간을 갖게 되었

는데 GTP에 임하는 나의 마음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정말 바쁘실 텐

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얘기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실제로 우리가 

미국에서 뵙게 될 분들과 같은 분야에 종사하시면서 중요하게 보는 점들을 

실제 리크루팅 이야기와 함께 알려주셔서 더욱 생생히 와 닿았다. 현재 미

국의 좋지 않은 상황과 미국에서 한국인 학생을 뽑을 incentive가 없다는 

현실적인 말씀도 해주시면서 어떤 자세로 가야 할지 방향성도 제시해 주셨

다. 또한 미국 UBS에서 만나게 될 인사부 분들과 Investment Banking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시간을 주선해 주시는 등 많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사전교육을 하면서도 resume를 작성해서 첨삭해 주시는 등 알

찬 프로그램이 많았다. 

사전교육과 함께 각 기업마다 팀을 짜서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이 함께 병

행되었다. 가장 힘든 점이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그분들은 어떤 얘기

를 듣고 싶어할까? 그분들이 관심이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일까? 고민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 나는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에서 발표하기

로 되어 있었는데 자료 조사부터 쉽지 않았다. 우리가 정한 주제는 올해 개

정되는 자본시장법과 이것이 미치는 영향 및 BoA Merrill Lynch가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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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었는데 의미있는 결과를 끌어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출발일이 다가오고 있을 때 경력개발센터에서 연결을 도와

주셔서 실제 BoA Merrill Lynch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feed back을 받

을 수 있었다. 이때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에 잊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마

음 자세를 다시금 일깨울 수 있었고 Merrill Lynch 구경도 하고 좋은 얘기

를 많이 들을 수 있었던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 귀엽고 자신있게 발표하

고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부담감을 갖지 않기로 했다. 

우리 팀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친해졌고 미국에 가서는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발표가 끝나고는 마치 한 가족 같은 느낌이 더 강하

게 들었다. 사실 사전교육 기간과 준비 기간, 그리고 방학 때 계절학기를 듣

는다면 더욱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스케줄을 병행하느라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면 미국을 가기 위해 준비한 기간들 자체가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 

출발하는 공항에서도 발표 자료 작업을 준비하는 우리 GTPer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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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활동

회사 소개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는 글로벌 뱅킹과 글로벌 마켓 비즈니

스를 위한 마케팅적인 이름이다. (합병 후에) 이런 이름하에 M&A, 주식 및 

채권 capital raising, lending, trading, risk management, research and 

liquidity and payments management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다. 150여 개국 이상 국가에 점포를 내고 있으며 U.S. 포천의 500대 기업의 

99%가 BoA Merrill Lynch의 client라고 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500대 

기업의 약 96%가 client라고 한다.

발표를 했던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Global Markets엔 크게 

sales & trading, Investment banking division이 있는데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와 비교해 보면 다루고 있는 상품과 그 규모 자체가 훨씬 컸다. BoA 

Merrill Lynch 한국 지사 역시 한국에서 큰 규모를 갖고 있었는데(동종 업

계 외국계 회사와 비교하여), 2005년부터는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을 따내어 

ELW(Equity Linked Warrant) 시장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유동성 공급자란 ELW 시장에서 고객은 마찬가지로 기업, 금융기관들

을 위주로 하였는데 한국인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담당으로 하는 sector가 

따로 있기도 했다. 기업문화는 한국 BoA Merrill Lynch와 비교해 보면 훨

씬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실제로 미국에 가서 BoA가 얼마나 미국인들에게 친숙하고 규모가 큰 은

행인지 느낄 수 있었다. ATM기의 숫자로만 보아도 말이다. 실제로 Merrill 

Lynch와 합병하기 전에는 개인 고객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지

만 Merrill Lynch와 합병하면서 투자 은행 업무까지 겸하게 되어 거의 모든 

분야의 금융상품을 개인, 기관 등 전 범위의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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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능력을 갖춘 은행이다. 150여 개 국가에 지점이 있으며 20,000여 개의 

advisors와 $2.5 trillion의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에서 거의 가장 큰 규

모의 은행이다. 최근에 10개 분야에서 수상하였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Best investment bank in North America

Best equity house in North America

Best cash management house in North America

Best equity house in Latin America

Best debt house in Argentina

Best debt house in Colombia

Best debt house in Peru

Best debt house in Japan

Best debt house in South Korea

Best M&A house in South Korea

BoA Merrill Lynch에서의 발표. 매우 떨렸던 기억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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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채권 발행과 M&A 자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실제로 현지 미국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에서 한국인

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분도 이전에 한국 지사에 있을 때 채권을 

발행하는 부서인 DCM(Dept. of Capital Market)에서 일하셨다고 한다. 

 

인턴십 채용과정

인턴 채용과정을 다른 IB들과 같이 매년 가을 다음 연도 Summer Intern

을 선발한다. Summer Intern으로 선발되면 인턴 활동 평가에 따라 정규직 

offer가 주워진다. 이 과정이 가장 공개적이고 정기적인 채용과정이며 이 

외에는 regional하게 채용이 되는데 이때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들과의 친분이 매우 중요하다. 내부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 선발되는 비공

개적인 방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리크루팅 프로세스는 미국 지역에서는 9월 초부터 캠퍼스를 

방문해서 직접 리크루팅 하는 시즌이 시작된다. 아시아 지역은 아직 확정

되지는 않았지만 작년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면 대략 9월부터 시작하여 12

월에 마무리된다. 작년의 공고를 참고해 보겠다.

Summer Analyst Internship은 8~10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

에는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작년에 오픈되었던 부서는 아래와 같다.

•Global Investment Banking 

•Global Corporate Banking 

•Global Treasury Services 

•Global Markets Sales and Trading 

필요한 요건으로는 인턴십을 마치고 그 다음 해에 졸업을 할 수 있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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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면 된다. 이번 2011년에 모집 요강이 나온다면 2012년 여름에 인턴

십을 마치고 2013년에 졸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최소 4점 만점에 3.5 이

상의 학점을 요구했으며 관련 직종에서의 경험을 평가해 주는 것 같다. 그 

외 과외 활동도 중요 사항이 될 수 있다. 정량적인 분석에 강하고 분석력

이 강하며 problem solving skills가 있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자세를 요

구했다. 또한 well-developed judgment and business sense와 writing

과 speaking에서 유창한 영어 실력을 요구한다. 나아가 팀원으로서 독립

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역시 요구한다. 이러한 능

력 외에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professionalism과 integrity에 기반이 되어 

motivation이 강하고 섬세하며 빠르게 배우고 새로운 임무를 맡는 데에 두

려움이 없으며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클라이언트에 집중하고 결과 

중심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다. 또한 우선순

위를 잘 정하는 사람을 원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역

시 중요하다. 역시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 하나보다. 

이번 해에도 www.baml.com/CampusAsiaPac를 통해서 지원하면 될 

것 같다. 맨 처음에 새로운 아이디를 등록하고,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지원 

부서를 정하고 홈페이지에서 이끄는 대로 단계적으로 작성해 나가면 된다. 

작성하다가 저장하고 다른 시간에 완성할 수도 있다. 모든 작성이 끝나면 

online test를 3일 이내에 보아야 하며 그 이후에 인터뷰가 진행된다. 작년

에는 12월 1일까지가 dead line이었음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BoA Merrill Lynch 이외에도 거의 모든 global investment bank들이 9

월에서 12월 사이가 리크루팅 마감 시간이나,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약간씩 

달라도 summer analyst internship program을 마감하니 적극적으로 참

여하면 좋을 것 같다. 이 프로그램은 마치고 난 후 offer도 받을 수 있는 프

로그램이 대부분이니 정말 좋은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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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개

미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나라이다. 한국

에서 미국으로 가는 데에는 약 12시간이 걸리며 주로 캘리포니아를 경유해

서 가게 된다. 수도는 워싱턴이고 백인이 약 80%지만 다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국가이다. MIT 투어를 하면서도 느낀 점이지만 여러 종교를 가진 학

생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한국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한국에는 각기 종교가 분리되어 서로 활동을 

하는 반면 이런 아이디어도 매우 좋다고 느꼈다.

 

이번에 우리가 방문한 뉴욕은 미국 최대의 도시이자 미국의 상업, 금융, 

무역의 중심지로서 많은 대학, 연구소, 박물관, 극장, 영화관 등 미국 문화

의 중심지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20년대 이후에는 런던을 

대신하여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에는 미국의 국제적인 지위 향상과 더불어 세계 경제에 대한 지배적 지위

MIT에 마련되어 있는 기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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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층 강화되었으며 1946년 국제 연합 본부가 설치된 후에는 국제 정치

의 각축장이 되었다고 한다.

미국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는 미국의 헌법

으로 세워졌고 중앙 집권화된 미국의 정부체이다. 연방 정부는 입법부, 행

정부, 사법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권력 분립을 통한 균형을 통해 각 

부는 저마다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권한은 다른 두 부를 관

할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는 다른 부들로부터 관할을 받기도 한다. 미국의 

정책은 미국 안팎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연방 정부

의 권력은 전반적으로 각 주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에 제한을 받

는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핵심인 뉴욕에서 유엔을 방문해 보았는데 구경하면

서 가이드에게 상세한 설명도 함께 들었다.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언어가 영어로 통한다. 오히려 모국어가 영어라서 

그런지 인도, 호주에서 쓰는 영어보다 훨씬 한국인들의 영어를 잘 알아듣

고 communication이 편한 것 같다.

커리어 특강, 현지 특강 및 동문과의 만남

이번에 미국에 가서 가장 좋았던 점 중 하나가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한국, 서울대학교 선배님들을 많이 뵙고 자극 받았다는 점이다. 우선 

뉴욕에 가기 전에 하버드와 MIT를 방문했다. 하버드를 방문했을 때 하버드

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계신 선배님과 MIT에서 현재 박사과정을 하고 계

신 선배님께서 투어는 물론 유익한 강의를 해주셨다. 유혜영 선배님께서는 

미국 정치학에 대해 연구하고 계셨는데 서브프라임 사태와 정치와의 관계

를 짚어주시면서 흥미진진한 강의를 해주셨다. MIT 대학원에서 화학공학

과 슬론 경영대학원을 함께 병행하고 계신 송주현 선배님께서는 우리 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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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꿈을 높이 가지라는 메시지를 담아 가슴에 깊이 

와 닿는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강의를 해주셨다. 특히나 아프리카에서 식수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탄자니아에서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해서 가고 계시는 모습이 무척 가슴에 와 닿았다. 나를 돌이켜 보아도 

바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인 것 같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을 항상 내고 내 시간을 희생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삶을 살고 싶다

는 생각을 했다. 

특히나 다음 날이 뉴욕에서 발표가 있었던 터라 이래저래 준비하면서 위

축되었던 나의 마음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발표를 준비하

면서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은 전문가 분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너무 몰입되어 있었는데 나에 대한 자

신감을 갖고 학생으로서 나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데에 더 기쁨을 느

끼고 발표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었다. 

더 나아가 하버드, MIT를 이곳 저곳 상세하게 알려주시면서 함께 교정을 

거닐 땐 미국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더욱 강하게 들었다. 미국 대

학교는 마치 한 도시 같았는데 건물들 하나하나 특색 있고 MIT Sloan 대학

원에서 밖의 바닷가(??)와 잔디밭 풍경을 바라보는 도서관이 무척 부러웠

다. 그곳에서 공부하면 열정적으로 학문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유혜영 선배님께서는 내년 1월에 학교에서 결혼식을 올리신다는 매우 

기쁜 소식도 알려주셨는데, 남자친구 분은 학교에서 만나셨다고 한다. 오랫

동안 연애를 하셨는데 남자친구 분께서 선배님의 박사과정을 한국에서 모

두 다 기다려주셨다고 한다.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도 잘 하시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편단심으로 기다려주는 남자친구 분도 있는 선배님이 너무나 

부러웠다. 뉴욕에서 역시 굉장한 선배님들을 많이 뵈었다.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에서는 한국인으로 CEO 자리에 오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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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Joo 전무님께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발표 기회도 얻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신 한국인, 혹은 한국계 미국인 분들과 대화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나 BoA에서 고객 분들을 접대하기 위해 맨 

꼭대기 층에 마련해 놓은 레스토랑 같은 곳도 데려가 주셨는데 전망이 정

말 최고였다. Citibank에서도 한국인 대표 분께서 자리를 크게 마련해 주셔

서 트레이딩 부서도 구경하고 여러 부서에 계신 분들과의 네트워킹 및 피

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Goldman Sachs에서 일하고 계신 한국계 미국인 

분들과의 자리 역시 매우 뜻 깊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시간을 내 

모여주신 것도 인상적이었다. 이후에 역시 회사 투어를 했는데 새로 지은 

건물이라 그런지 곳곳에 미술품과 모던한 느낌의 건물, 전망?! 등이 인상적

이었다.

KFS(Korea Finance Society) 분들과의 저녁 식사는 더더욱 뜻 깊었다. 뉴

욕의 fancy한 레스토랑에서 미국에서 Korean American 혹은 Korean으로

MIT Tour 중에 선배님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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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월 가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분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소소하게 재미있

는 얘기들과 금융인을 꿈꾸는 학생으로서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던 자

리였다. 특히 미국에서 학부생으로서 KFS를 통해 Bellstar나 BoA Merrill 

Lynch에서 실제로 인턴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 훨씬 더 실제적인 얘기

를 나눌 수도 있었다. KFS에서 만난 분들 중에 한 분은 금융권에서는 why

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trading floor에서 스시를 던지기도 한다는 등 재

미있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다. 대부분 한국계 미국인들이셨는데, 한국어는 

못하더라도 알아들으실 수는 있다고 하셨다. 무엇보다도 한국에 대한 애착

이 무척 크신 것 같았다. 그리고 Korea Finance Society가 매우 큰 조직이

라는 느낌도 받았는데 실제 저녁 식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서로 처음 보

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 금융권에 매우 활발하

게 진출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징표 같아서 가슴이 매우 뿌듯했다.

BoA Merrill Lynch에서 프레젠테이션과 기업 방문 및 모든 세션을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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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TP 미국 편을 다녀와서

글로벌 인턴십 성공전략

GTP 방학 편은 그냥 홍콩이나 미국 등 해외에 가보는 것에 초점을 두

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 물론 나도 미국에서 쇼핑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을 무척 가슴 아파했지만 말이다. 자신의 career goal

을 확립하지 못했을지라도, 자신만의 목표, 예를 들면 월 가에서 꼭 인턴

십을 따겠다라는 등의 꿈을 갖고 많은 시간을 투자할 생각과 그와 동시에 

resume, interview, 회사에 대한 리서치 등을 개인적으로 병행하면서 준비

한다면 더욱 알찬 GTP 프로그램을 마치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금융권, Investment Bank에 확고한 career goal이 있었는

데 월 가에 가기 전에도 BoA Merrill Lynch에서 증권 쪽 대표로 계시는 분, 

KFS 분들과의 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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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ty sales에서 일하시는 선배님들을 만날 기회를 갖고 이쪽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너무도 귀중한 조언들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그만큼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을 뵐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 자체로 뜻 깊은 시간을 많

이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자신이 하고자 하

는 것에 대한 생각, 자기의 장점, 단점 등등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면 이런 귀중한 기회들의 가치를 100% 가져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중요

한 만남을 가졌지만 자신이 그만큼의 impact를 줄 수 없는 상황,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냥 모든 것을 흘려버리는 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기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

기도 하지만 언제,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 프로그램의 준비

에도 충실하고 그에 맞춰서 자기 자신도 그만큼 갈고 닦는 시간을 가졌으

면 좋겠다.

GTP를 통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 및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된 점

이번 GTP 미국 프로그램은 나에게 적기의 시기에 와준 너무 귀중한 기

회였다. 우선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면서 아, 정말 인생은 어떻게 될지, 내

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일하고 있을지, 나의 힘을 떠나간 흐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수업에서 함께 했던 

팀플보다 좀 더 색다른 팀플을 경험할 수 있었다. 수업보다도 더 다양한 동

기와 꿈을 갖고 있는 팀원들과 팀을 꾸려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다른 가치

관을 좀 더 이해하면서 팀워크를 형성하는 방법도 배운 것 같다. 

GTP의 이번 프로그램 자체가 현재 4학년 2학기를 앞두는 내가 갖고 있

는 career goal과도 너무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

에 발표 준비, 준비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의 networking 및 feedback 등등 여러 가지가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



 학생 보고서

미국: 월스트리트 및 IT 기업   155

었다. 가장 컸던 것은 내가 그 분들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을까에 대해

서 많이 생각해보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남은 마지막 학기를 어떻게 보내

면 될까, 향후 리크루팅에 임하는 나의 자세 등등을 다잡을 수 있었다.

향후 계획

나의 계획은 4학년 2학기에 남은 학점을 모두 채우면서 글로벌 Invest-

ment Banking에서 오픈하는 모든 리크루팅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다. 이 리크루팅 프로세스에서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영

어 실력과 논리력인 것 같다. 그래서 항상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코노

미스트』를 읽으면서 영어 실력도 기르고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도 정

리해 놓을 생각이다. 더 나아가 영어 인터뷰를 대비한 스크립트 및 resume

를 꾸준히 보완할 생각이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마무리되는 리크루팅에서 

GTP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좋은 소식을 알려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것

이 향후 계획이자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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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미국 편을 준비하며  

지원동기

여의도에서 인턴을 하고 그 다음 광화문에서 인턴 생활을 하며 맨 처음

에는 여의도보다는 광화문이 나한테 더 맞는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광

화문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그 다음 들었던 생각은 문득 한

국을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었다. 물론 내가 한국에서 배울 것은 정말 많지

만, 왠지 한국은 마켓이 너무 작고 역동성도 떨어지며 홍콩이나 싱가포르, 

더 나아가 월스트리트와 비교해보면 왠지 문화 자체가 언프로페셔널 하다

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또한 이러한 나의 생각은 Bank of America라는 회사에서 인턴생활을 

하며 더욱 증폭되었다. 글로벌 경쟁사인 HSBC나 Citibank와는 달리 Bank 

of America는 기업 전략상 미국이 아닌 곳에서는 소매금융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 비즈니스의 많은 부분을 인도에 outsourcing을 

한다. 인도의 인력이 굉장히 뛰어나면서도 임금이 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BoA 업무의 대부분은 외국과 연계되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

2011 GTP 활동보고서
최광석 (경영학과 05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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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또한 인턴이지만 인도 애널리스트들을 어시스트하거나 MAC 팀이라

고 하는 인도 어소시에이트들과 파트너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직원들과 많은 업무 관련 교류를 하게 되었다. 메일이나 커뮤니

케이터, 때로는 전화를 통해서 말이다. 이렇게 4개월가량 그들과 지내고 보

니 예전과 비교해서 나의 마인드 자체가 글로벌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생활을 통해 나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바로 첫 커리어를 해외에서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다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박관념으로 

작용하여 얼마 후에는 그냥 한국이 싫어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나의 주말

은 중앙전산원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관련 잡 사이트를 뒤지며 괜찮아 보

이는 회사를 서칭하는 것이었다. 싱가포르에 있는 직원에게 커뮤니케이터

로 말을 걸어 우리 학교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처럼 취업 공고가 나와 있

는 곳에 엑세스를 하기 위해 SMU 사이트 엑세스도 부탁한 적이 있었으며, 

컨택 싱가포르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IB 홈페이지에 들어가 해외 인턴

십에 지원해보기도 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하지만 해외 취업의 타깃이 되

는 곳은 아시아의 국가, 즉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나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

다. 인도의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친구들에게 정보를 요청하기도 한 적은 

있으나 신분제도, 낮은 임금 문제 등 때문에 이내 나의 관심에서 자연히 멀

어지게 되었다. 

어느 날 주말이었다. 어김 없이 중앙전산원에서 서칭을 하고 있는 도중 

우연히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GTP 미국 편 공고를 보게 되

었다. 순간 내가 했던 생각은 ‘Why not Wallstreet?’이었다. 사실 그때까지 

미국은 내 인지영역 밖이었다. 미국 인턴 공고를 봐도 그냥 지나쳤다. 60만 

원 정도의 그리 크지 않은 경비에 미국에서 인턴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에 그 자리에서 지원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사실 그때의 나는 비자 문제라

든지, 현재의 그리 좋지 않은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든지 하는 현실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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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순수하게 이상적인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레쥬메나 커버 레터는 그 동안 인턴 지원을 하며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첨부를 하였고 IB에 대한 나의 열망으로 지원서를 도배

했던 것 같다. 사실 인턴을 하고 있는 중이라 GTP에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나의 이상적인 열망이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했던 것 같다. 어

떻게 방법이 생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지원을 했다.

지원과정

얼마 후 서류가 통과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사실 서류 통과는 크게 걱정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면접을 보게 되었다. ‘누가 10명 안에 들까?’ 

하는 궁금증을 안고 면접장에 들어 갔다. 나는 인턴을 하며 계절 학기도 동

시에 수강하는 상태여서 수업을 한 번 빠지고 면접장에 들어 갔다. 사실 면

접 준비도 딱히 하지는 않았다. 나는 시간 약속은 잘 지키는 편이다. 15분 

정도 전에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 미모의 여성 분이 

다가와서 “면접 보러 오셨어요?”라고 물어본다. 나는 “네”라고 대답했다. 그 

분은 바로 윤경 선생님이셨다. 솔직히 나는 처음 선생님을 볼 때 속으로 깜

짝 놀랐다. 경력개발센터에 저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있다니 하고 말이다. 30

분간 대기를 하고 면접을 보았다. 나는 첫 번째 조에 속해서 면접을 보았다. 

면접을 보고 얼마 뒤 연락이 왔다. 합격했다는 문자였다. 사실 면접에서

는 잘 하지 못해서 약간 걱정이 되긴 했다. 전공 지식보다는 인성 질문이 

대부분이었는데 내가 원래 일반적인 경우에는 말주변이 별로 없다. 순위를 

보니 내 이름이 밑에 있었다. 아, 낮은 순위이구나. 솔직히 조금 화가 나서 

선생님께 이거 성적 순이냐고 문자를 보냈던 기억이 난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난다. 선생님은 얼마나 당황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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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맨 처음 오리엔테이션 기억이 난다. 어려 보이는 얼굴들이 많았다. 요

즘 경제도 안 좋고 사실 미국에서 인턴 하는 것이 그리 현실적인 것이 아

니어서 그런지 고학번에 많은 커리어 개발을 한 소위 고수들은 그리 많

이 보이지 않아 솔직히 맨 처음에는 실망을 했다. 우리가 방문할 기업들은 

Goldman Sachs나 Bank of America, Citibank 등 내로라 하는 투자 은행

들이었다. Microsoft 등의 IT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굉장히 매력적으

로 보였으며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섭외했을까 하는 놀라움을 느꼈다. 

그 이후에는 사전교육이 시작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학교 수업의 경우 

모든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였으며, 팀 프로젝트의 경우 거의 대부분 가장 

활발한 참여를 해왔다고 자신할 수 있다. 하지만 언급했듯이 이미 인턴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전교육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정말 아

쉬웠으며 선생님께 죄송하기도 했다. 사전교육에 참여하지 못해서 기업 선

정에 있어서도 솔직히 내가 하고 싶었던 기업에 낙찰되지 못했던 것도 사

실이다. 나는 Citibank나 BoA에 하고 싶었는데 사전교육에 참여하지 못해

서 PwC에 낙찰되었다. 나는 인턴을 하고 있는 도중이라 모든 준비를 나 혼

자 하였다. 퇴근을 하고 중앙전산원에 와서 자료 리서치를 하고 로직 플로

우를 만들었다. 나는 PwC의 Korea Desk 중 M&A Tax, Audit 부서에 대한 

발표를 해야 했다. 사실 회계법인은 상장되어 있지도 않아 공시 사이트에

서 사업 보고서를 찾을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관련 자료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PwC와 파트너십 관계인 삼일회계법인에 전화를 해도 친절한 피

드백을 받기가 어려웠다. 사실 Korea Desk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

해서 준비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PwC가 주도로 만든 것인지 삼

일회계법인이 주도로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어, PwC 뉴욕에

서 발표를 하는 것이지만 삼일회계법인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는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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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PwC에 맞추어야 하는 것인지 보고서 작성일이 다 되도록 확정하지 못

했으니 말이다. 혼자 준비하는 데 시간은 없고 자료는 안 나오고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걱정과 방황을 

했던 기억이 난다. 물론 결국은 내가 한 방향이 맞았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

이나 관련 교수님의 의견대로 했다면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

었다는 생각이 든다. 

Morgan Stanley에 대해서는 PwC를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었지만 어떻

게든 하고 싶었다. 팀을 같이 했던 친구들도 다른 기업 발표에 정신이 없

었기 때문에 참 당황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었다. 물론 기업 탐방을 

허락해준 자체가 영광이지만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Morgan Stanley에는 내가 PwC에서 발표할 때 사용했던 M&A에 대한 자

료나 PMI에 대한 중요성이 많은 부분 발표에 적용되었다. 물론 서울대 아

시아센터와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것은 팀원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나

온 것이지만 말이다. 같은 팀 동료인 대찬이와 퇴근 후 중전에서 거의 새벽

이 다 되도록 같이 준비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

는 곳도 중전이며 어제도 나는 대찬이를 우연히 만났다. GTP 생각이 났다. 

GTP는 추억이다.

사전교육 중 인상 깊었던 것은 교수님들의 피드백이었다. 채준 교수님이

나 김소영 교수님의 피드백, 그리고 센터장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 나의 

생각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확실히 더욱 논리적으로 정교해질 수 있었다고 생

각한다. 

소장님 앞에서 발표를 한 것이나 RGB 스타일리스트 분이 오셔서 내가 

발표하는 것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신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내가 

한 것을 보니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었던 기억이 난다. 종합적으로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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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발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가 관심이 많

았던 M&A에 대해서 더욱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 재미있었

고 결과적으로 모든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2. 현지 활동

회사 소개

보스톤보다는 뉴욕이 훨씬 기억이 많이 남는다. 뉴욕은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다.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자 너무나 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뉴

욕. 어찌 보면 같이 있는 것이 역설적으로 보이는 이질적인 사람과 문화가 

융합되어 아이러니컬하게도 조화를 이루며 창출해내는 엄청난 에너지. 나

는 뉴욕의 에너지를 잊을 수가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한국에 돌아

와서도 뉴욕을 잊지 못하고 있으며 언젠가 꼭 다시 한 번 뉴욕에 가서 나의 

커리어를 빛내겠다.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

는 내 첫 커리어를 미국에서 시작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뉴욕은 정말 멋있고 위대한 도시이다. 

우리가 갔던 회사들은 모두 위대한 기업들이다. Goldman Sachs, Bank 

of America, Citibank, Morgan Stanley 등 이 기업들 관계자가 아니면 들

어가지 못하는 본사에 들어가 건물을 둘러보고 트레이딩 룸을 보았던 것은 

정말 인생의 영광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많은 질문을 준비해 갔다. 가장 기

억에 남았던 것은 Goldman Sachs였다. 탐방했던 모든 기업이 세계 최고

의 투자 은행이지만 Goldman Sachs는 그 중 최고이다. IBD 알렉스 전무

님을 비롯하여 AVP급 되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네트워킹을 하면서 엄청

난 포스를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은행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기분이었다.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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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하면서도 내가 과연 이런 질문을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에게 되물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또한 Bank of America는 개인적으로 인턴을 하는 곳이어서 본사를 방

문하는 것이 큰 영광이었다. MIT를 나오시고 COO로 일하고 계시는 마이

크 주라는 분을 만날 수 있었고 코리아 커버리지에서 일하시는 전무님은 

한국에서 인턴을 할 때 주변 분들에게 흔히 들을 수 있던 분이어서 신기했

다. 50층 정도의 높은 곳에 있는 VIP 룸에 가서는 귀가 멍멍할 정도였다.

내가 발표를 했던 PwC는 세계 최고의 회계법인이다. 포천 500에서 400

개가 넘는 클라이언트를 보유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회계를 좋아해서 

PwC에서 발표하는 것도 영광이었다. PwC 등 미국의 회계법인들은 전통

적인 회계 감사나 세금 자문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의 방안으로 어드바이

저리를 강화했는데, 특이한 점은 미국의 회계법인, 예로 딜로이트나 KPMG 

등은 GMC라고 하는 전략컨설팅에 포커스를 두어 어드바이저리를 하고 있

다. 즉, 맥킨지나 BCG 등과 경쟁을 하는 것이다. 이외에 FAS라고 하는 재

무 자문은 매니지먼트 컨설팅에 비해서 포커스가 덜 맞추어져 있다. 그 이

유는 잘 모르겠으나 이러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어

드바이저리보다는 감사나 세무, 자문 등 전통적인 비즈니스가 미국 회계법

인에게는 가장 큰 수익 창출원이 되고 있다. 

한국의 회계법인들은 이와 다르다. 사실 한국의 회계법인 예로 삼일, 삼

정, 한영, 안진 등은 외국계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시작하면서 미국의 그들

과 마찬가지로 어드바이저리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어드바

이저리 부문의 매출 볼륨이나 영업이익 기여도가 회계 감사나 세무 자문의 

그것을 넘어서고 있다. 사실 감사보다는 어드바이저리가 더욱 마진율이 높

은 것은 사실이니 어드바이저리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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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과의 관계를 조금 설명하면, PwC와 삼일회계법인은 파트

너십 관계이다. 어떤 회계법인처럼 글로벌 펌의 종속회사가 아니라 수평적

인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며 삼일회계법인은 PwC의 이름을 빌리는 대가

로 매달 수수료를 주는 관계이다. 삼일회계법인은 PwC로부터 여러 가지 

자문을 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로 IFRS에 관해 PwC에게 정보를 

받거나 트레이닝을 받을 수도 있고 cross border M&A가 활발해지는 지

금 PwC 리서치를 통해 딜소싱의 영역 등에서 PwC와 그 네트워크를 이용

할 수 있다. PwC는 우리나라에서는 삼일회계법인과 파트너십을 맺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인도의 어소시에이트에게 물어보니 

인도에서 PwC는 선마이크로 시스템즈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한다. 그

리고 요즘 인도에는 아주 큰 PwC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고 한다. PwC는 

중국과 인도 등 이머징 마켓에서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나라에 투자를 많

이 하고 있다. 특히 인도에서가 그러하다. 

PwC에서 발표를 하는 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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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계법인의 약간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처럼 회계사 자격증을 따야

만 회계법인에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감사 부문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들어와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 안에만 자격증을 따면 된다고 

들었다. 순간 할 수만 있으면 미국의 회계법인에 입사하여 AICPA를 따고 

FAS에서 경력을 쌓고 MBA나 Ph.D. 등을 딴 후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것

도 좋은 커리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또 다른 발표를 한 Morgan Stanley의 경우 두말 할 필요 없이 최고의 

투자 은행이다. 개인적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은행이다. Morgan 

Stanley의 경우에는 Goldman Sachs가 공격적인 PI, Merrill Lynch가 소

매 금융, JP Morgan이 구조화 파생상품 등이 자사를 타사와 차별화하는 특

성이라면, Morgan Stanley는 리서치가 그것이다. MSCI 지수는 굉장히 유

명한 투자 등급 체계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Morgan Stanley에 대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MSCI 지수에서 아직 한국은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되

고 있으며 얼마 전 Morgan Stanley는 한국을 위기 시 아시아에서 가장 변

동성이 심한 리스키한 나라라고 지목한 바 있다. 나는 이것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뉴욕 본사에 갔을 때 과연 이것이 객관적인 판단이냐

는 질문을 했다. 물론 그 질문에 대답을 한 사람은 우리 학교 출신 S&T 선

배님이시라 직접적인 답변을 얻거나 무언가 해명 비슷한 것을 듣지는 못했

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은 기사가 난 후 정부에서 미국 본사로 파

견해 항의를 한 이래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라는 생각을 하니 약간 뿌듯

하기도 했다. 

우리가 Morgan Stanley에서 발표한 내용은 cross border M&A였다. 주

제 선정의 배경은 Morgan Stanley의 경우 요즘 전 세계 M&A 리그 테이

블에서 1, 2위를 하고 있는데 cross border M&A의 경우에는 5, 6위 정도

로 순위가 상당히 낮았다. 그리하여 cross border M&A가 계속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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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 이 부문 역량 강화를 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시아가 cross 

border M&A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니 아시아에서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cross border일수록 두 기업 간의 이질적인 문화로 

인해 PMI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며 어려운 상황이니 이 부문 역량 강화를 

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표였다. 

인턴십 채용 과정

상기 두 기업 외에도 우리가 방문했던 많은 기업들은 Summer Intern이

라고 하는 정직원을 뽑는 정식 루트가 있으며 off-cycle 인턴이 있기는 하

지만 자사 공고를 통해 지원을 하거나 network를 이용한 릴레이션십 인턴

이 대부분이다. 즉,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인턴을 구하는 것

은 사실 정상적인 투자 은행의 인턴 채용 과정은 아닌 것이다. 제조업의 경

우에는 어필이 될 수도 있으나 이 점이 약간 근원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 같

Morgan Stanley 발표 현장. 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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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가 갔을 때에는 Summer Intern이 거의 마무리되어 정직원 오퍼를 

받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나뉘어지는 단계였다. 나는 발표 준비가 

조금 미흡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한 시간 정도 미리 Morgan Stanley에 도

착해 발표 연습을 하며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 중 Summer 

Intern들도 보았는데 이제 마지막이니 서로 작별을 하며 직원들과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투자 은행이 좋아하는 인턴십 유형

인 것이다. 솔직히 나도 저런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인턴십을 얻으려고 이

렇게 미국에 와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턴십을 갈구하는 상황

이 약간 서글퍼지기도 하였다.

우리는 발표를 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명함을 받고 네트워킹을 하고 우

리의 레쥬메를 제공하고 인터뷰 기회를 기다리는 형식을 취했다. 사실 여

기에도 많은 한계가 있었다. 미국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라

는 점, 비자 문제가 있다는 점, 우리의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나는 미국에서 돌아온 후 받은 명함을 가지고 일일이 follow-up 

메일을 쓰며 인터뷰 기회를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였다. 

국가 소개

미국의 경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국가이기에 크게 따로 설명할 필요

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내가 뉴욕에서 느낀 점은, 뉴욕은 굉장히 크고 멋

있는 도시이지만, 거리 곳곳은 굉장히 더러웠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또한 

한국이 훨씬 나았다. 지하철 또한 지어진 지 몇 백 년이 지나 굉장히 냄새

가 났다.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오는 버스에서는 할렘 가를 지나게 되었는

데 밤 9시 정도임에도 아파트에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 또한 식당을 가거

나 지하철에 가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흑인이나 히스패

닉계 계통이었다.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인종에 따라 직업이 분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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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굉장히 매

력적인 국가임이 틀림없다. 개인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전용차를 타고 

퍼레이드 하는 광경을 보았는데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얼마나 멋있는 직책

인지 느낄 수 있었다.

커리어 특강 및 현지 동문과의 만남

하버드와 MIT에서 만난 서울대 동문들은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이었다. 

하버드와 MIT를 둘러보며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

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하지만 사실 그분들은 대부분 이과 출신이다. 이과

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석사나 박사로 가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만, 문과는 그렇지 않다. 특히 서울대 경영대에서 재무로 졸업 후 미국으로 

대학원을 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다. 물론 회계는 요즘 몇몇 선

배님들의 소식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를 보

았는데,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시고 MIT에서 박사학위와 MBA를 같이하고 

계신 선배님이었다. 실무 경험이 없어도 박사학위와 MBA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하니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하버드와 MIT를 둘러보며 나는 왜 고등학교 때 SAT를 보지 않았나 하

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다. 물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다닌다는 것은 

굉장한 인생의 영광이다. 하지만 요즘은 한국에서도 외국 대학을 나온 사

람들이 현지에서 취업을 하지 못해 한국으로 들어와 직업을 구하는 경우

가 굉장히 많다. 예로 시티은행의 경우 그러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동 은

행의 경우에는 MA 프로그램이라고 하여 해외에서 MBA를 취득하면 fast 

track으로 행원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솔직히 미국 대학이 레

퓨테이션 면에서 서울대보다 우세하고 영어 능력이 되니 서울대 출신들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솔직히 나는 그리하여 유학생들을 별로 좋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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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편이다. 

또한 외국 대학, 특히 미국 대학의 경우에는 좋은 대학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 학교도 좋은 학교, 저 학교도 좋은 학교, 그리하여 좋은 학교 다니

지 않는 친구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과연 그 친구들이 수능을 보

면 내가 다니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대부분

의 친구들이 별로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 반대로 서울대에 다니는 

친구들은 대부분의 경우 열심히 준비하면 아이비리그도 갈 수 있지 않을

까 싶다. 나는 이러한 면에서 외국 대학 나오고 한국에서 취업하는 사람들

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 SAT를 보았으면 나는 아이비리그에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옆집 알렉스는 애플, 뒷집 제임스가 월스트리트

로 취업을 하는 것처럼 나도 당당히 월스트리트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지 조

그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부끄러워

할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당한 것 같다. 이런 면이 싫어 내

가 해외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점이 싫어서 내 생애 

MIT Sloan에서 찍은 사진이다. 나의 미래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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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하버드나 MIT, 프린스턴 같은 top school에서 박사학위나 MBA를 

취득하려고 하는 마음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며, 그 후 당당히 월스트

리트에서 나의 커리어 일부를 보내며 유학생들에게 커리어는 이런 식으로 

쌓는 것이라는 정석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국력이 모자라 최

고를 지켜주지 못하는 조국의 탓이라는 생각을 하니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

퍼지기도 한다.      

뉴욕에서 굉장히 의미 깊었던 시간은 뉴욕에 계신 서울대 출신 선배들을 

만난 것과 KFS(Korea Finance Society) 만찬에 참가한 것이다. 강서회관에

서 저녁을 먹으며 뉴욕에 정착하신 선배님들을 보며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타국에서 적응을 하시며 힘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BCG를 나오시고 컬럼비아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현재 Morgan Stanley에

서 일하시는 선배님, 뉴욕 서울대 동창회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으시며 홍

보 담당을 하시는 디자이너 선배님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을 빛

내시는 선배님들이 있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KFS라는 한인금융협회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이 분들은 한인 

출신이면서 월스트리트에서 활약하시는 분들이다. Bank of America에

서 보았던 마이크 주 COO님을 비롯해 굉장히 유명하고 능력이 출중하신 

선배님들께서 한국을 빛내주고 계셨다. KFS에서는 정기적으로 한국 학생

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준다. 얼마 전 KFS에서 인턴 공고가 나왔는데 나는 

KFS를 몰라 지원하지 않았다. 많은 서울대 학생들이 지원했는데 결국 인

턴으로 뽑힌 친구들은 예일대, 미시간대 등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

들이었다. 비자 문제 등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일대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는 문캐피탈에서 인턴을 하고 있으며 미시간대에 다니

는 친구는 Merrill Lynch IBD에서 인턴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 친구는 한

국 시티은행 인턴에도 합격했으나 Merrill Lynch가 되서 그곳에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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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서도 인턴이든 정규직이든 경쟁 상대는 우리

나라 학생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 학생들도 포함된다. 내가 일하는 Bank of 

America에서도 인턴십 공고가 나오면 해외 유수 대학을 현지에서 다니는 

친구들이 서울대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보고 인턴십에 지원한다고 한

다. 그 친구들이 왜 서울에서 하는 인턴을 지원할까? 좀 짜증이 난다. 이것

을 보고 나나 여러분이나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경쟁 상대를 전 세계에 거

주하는 한국 학생들로 보고 열심히,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같이 가신 남광우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한국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4대 회계법인 파트너 중에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

다고 한다. 월 가에서도 마이크 주 COO님이 아마 한인들 중에서 월스트

리트에서 가장 높게 올라간 케이스라고 하시기도 했다. 시티은행의 회장은 

인도인이고 Bank of America의 경우에도 글로벌리 높은 직급의 매니징 

디렉터 급 이상에는 인도인이 굉장히 많다. 중국인도 많다. 하지만 한국인

은 거의 없다. 왜 그럴까? 물론 인구수가 적은 탓도 클 것이지만, 나는 우리

나라에, 우리나라 국민성에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우리나라 같이 대외 의존성이 커 변동성이 큰 나라에서는, 성공도 우리

나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혹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

서 성공하는 모델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아직도 고시를 많

이 보고 있으며 외국에 나간 한국 학생들은 부모님께서 힘들게 버신 돈을 

가지고 나가 다른 나라 발전에 기여하면서, 결국 직업을 찾으러 다시 한국

으로 들어오는 판국이다. 외국에는 좋은 대학교가 많으니, 어줍지 않은 실

력으로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이 안 되니 학부 간판 가지고 우리 나라 대학

원에 입학해 학벌 세탁을 다시 한다. 이런 게 한국에서는 아직 통한다. 해외 

MBA만 취득하면, 여기 저기서 어서 오시라고 한다. 한국의 현실이다. 미

국의 top school을 다니는 한인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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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니 Morgan Stanley가 한국을 가장 위험한 나라니 어쩌니 하는 보고서

를 쓸 수가 있는 것이다. 한국인 중에 월스트리트에서 혹은 해외 다른 인더

스트리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보고서를 함부로 쓸 수 있

을까? 눈치 보는 한국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 그리하여 

Morgan Stanley가 발표를 하면 왜 그러냐고 사후적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

가서 물어본다. 관료님들이 말이다. 하긴 요즘에는 한류라고 하여 우리나라 

문화가 해외에서 잘 먹히고 있다. 아이돌 스타인 슈퍼주니어는 프랑스에서

도 인기가 많다고 하고 외국 화장품 회사들은 한국을 유망한 테스트 마켓

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뜨면 무조건 뜬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내가 분석한 바로는, 지금 우리나라는 조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선비 문화, 체면 문화, 풍류를 즐길 줄 아는 문화 그리고 아

름다운 자연 환경. 내 생각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코스메틱이나 엔터테인먼

트 산업에서는 가면 갈수록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한

국 금융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체

면을 생각하고 이상하게 하지 않아도 될 조직의 위계 질서, 업무를 방해하

는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겪지 않아도 

될 것들을 겪어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에 쓸 시간을 빼앗긴다. 즉, 한

국인은 이러한 면에서 언프로페셔널 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속성으로는 결

코 글로벌리 인도나 중국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맨파워가 생명인 우

리나라 같은 곳에서 맨파워의 발현이 어려운 조직 문화, 국가 정서가 작용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이크 주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학생들은 도메스틱 바운더리 안에서 승부하

는 고시는 이제 줄이고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한국 유학생들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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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못 돌아오게 해야 한다. 물론 경력직으로 한국으로 오는 것은 나쁘지 않

다고 본다. 미국 무디스 본사에 많이 취직하여 그곳에서 살아 남아야 한다. 

우리나라 레이팅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힘을 써야 한다. 물론 부정한 방법

을 취하자는 것은 아니다. Citibank 같은 곳에 한국인 회장이 나오게 해야 

한다. 삼성 전자가 전 세계 넘버 원이 된다 하여도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

만으로 레이팅은 소버린 레이팅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

인가? 이러한 면에서 결국 인턴십 기회는 얻지 못했지만 『중앙일보』 기사

에 나오는 서울대 학생들의 글로벌 탤런트 프로그램 미국 편은 상당히 의

미 있는 시도였으며 어찌 보면 역사적인 일을 한 사람들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힘들어도 뉴욕에서 일을 하고 싶고 내가 만약 그곳에서 클 수 

있다면 많은 한국 학생들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 하지만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오지 않으니 얼마나 슬픈 일인가?

미국에서 받은 명함을 가지고 메일을 보내고 답장을 받았다. 좋은 말씀

들은 해주시지만 원하던 인턴십은 얻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이게 끝이라

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GTP 미

국 편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끌고 가야 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잊고 살지만 간절히 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GTP를 갔다 

오기 전과 갔다 온 후에 내가 미국에서 인턴 혹은 정규직을 얻을 확률의 차

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본다. 불가능의 영역과 어렵지만 가능한 영역의 

차이인 것이다. 아직 현실적인 일이 일어나기에 도달해야 할 임계치에 미

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망각하고 살지만 확실히 GTP는 끝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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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TP 미국 편을 다녀와서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솔직히 인턴십을 성공하지 못해 성공 전략을 말해주기는 어렵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회사에 대한 많은 조사를 하고 이를 네트워킹 자리나 

질문 세션에 어필을 하면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의 

경우 매 기업마다 질문을 2~3개씩 준비해 공격적인 질문을 했다. 사실 같

이 간 학생들이 낮은 학번이 많아서 그런 것일 수는 있지만 질문 세션 자체

를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방문했다고 생각하고 질문했다. IB라 좀 더 공격

적인 것이 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자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프레젠테이

션을 잘하는 것보다 오히려 네트워킹을 잘 이용하고 질문 세션에 튀는 것

이 인턴십을 얻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물론 

프레젠테이션을 확실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은 기본 매너이고 말이다. 

또 중요한 것은 영어라고 생각한다. 영어만 잘하면(네이티브에 준하는 정

도) 인턴십 얻을 확률이 올라간다고 본다. 아쉽게도 나 역시 그런 수준과 거

리가 멀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영어가 능통하지 않으면 투자 은행의 경우 일

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 않을까 싶다. 물론 한국 커버리지를 다루는 부서나 

직책이라면 조금 커버가 되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유창한 영어는 인턴십 

확률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다. 홍콩 같은 경우는 만다린을 

잘하는 것도 큰 플러스라고 생각한다.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추천

한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도 미리 미리 성의 있게 준비했으면 한다. 가만 있

다가 닥쳐서 하지 말고 외국에 나가서 하는 만큼 여유를 두고 치밀한 로직 

플로우와 백업 데이터로 논거를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GTP 프로그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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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도 너무 짧다고 생각한다. 좀 더 기간을 길게 하거나 합숙을 하는 등 제

대로 준비해야 한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한 학기 먼저 뽑아서 트레이닝 시

키고 회사와 컨택해서 좀 더 시스테매틱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 물론 이번 미국의 경우 그럴 필요가 좀 더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GTP를 통해 변화된 나의 모습

확실히 세계를 보는 눈이 넓어진 것 같다. 나는 이제 인턴십이나 정규직 

공고를 봐도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 그리고 유럽이나 북미, 심지어 

두바이나 인도도 본다. 꼭 신입일 때가 아니라도 언젠가 이런 데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두 번째로는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야겠다는 생각

을 많이 했다. 인턴을 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정직원들은 영어가 굉장히 유

창한데 외국 체류 경험이 없는 나는 개인적으로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

다.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국어 등 외국어를 연습해서 실력을 향상시

킬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또 하나 얻게 된 것은 자신감이다. 그 큰 미국 본사를 다녀오니 한국 IB

들에 대한, 뭐랄까 위압감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 물론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6개월 정도 있으며 이러한 낯선 감정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지만 말이다. 

향후 계획

학번이 05학번이니 졸업의 압박이 다가온다. 요즘은 퍼머넌트 잡을 구해

야 할지 좀 더 준비를 할지 고민이 된다. 내가 지금 가져야 할 마인드는 효

과성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그것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학교 수업에서는 이제 자유롭고 현재 인턴이지만 잡 마켓에 나와 있

으니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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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인턴은 현실성이 낮아 지금 현재로는 당분간 망각하고 살아야 할 것 같

다. 좀 더 현실적인 시각에서 나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커리어 관련 공부도 좀 더 하고 경제 신문에서 항상 손을 떼지 않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Goldman 

Sachs 알렉스 전무님께서 메일에서 조언 해주신 대로 내가 배울 수 있는 

최대한 배우려고 항상 노력하고 경제 소식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준비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으면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되뇌이면 고개가 숙여

지는 것은 왜일까? 하루 하루 조금씩 새로운 것을 깨달아 발전하는 나 자신

이 되어야 겠다.  

GTP는 아직 끝나지 않은 추억이다. 조만간 내가 GTP는 성공적이었다는 

실적을 보여주겠다. 기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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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미국 편을 준비하며

지원동기 

경력개발센터, 그곳은 3학년 1학기를 마친 시점에서도 나에게 그 존재가 

크게 와 닿지 않는 그런 기관이었다. 사실 1학년 2학기에 “직업세계의 이해

와 진로설계”라는 2학점짜리 과목을 수강하면서 그 존재를 알고 있었고, 또

한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적성검사를 받기도 했었지만 아마도 나 자신이 

취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

지만 경력개발센터와의 인연은 2011년 6월 초 예상치 못하게 다가왔다. 

여름방학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방학 계획도 없이 컴퓨터에 앉

아 메신저로 동기들과 잡담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동

기 하나가 경력개발센터에서 GTP 미국 편을 하는데 본인은 그 시기에 다

른 스케줄이 있어서 지원을 못한다고 아쉬워하는 이야기를 나에게 했다. 

자연스럽게 GTP가 무엇이냐고 친구에게 물었더니 career.snu.ac.kr에 들

어가면 공지사항이 있으니 참고하라고 알려주었다. 

홈페이지에 방문했더니 거창한 제목과 파란 포스터가 눈에 띄었는데, 

GTP 미국 편 활동보고서
최필준 (자유전공학부 09학번)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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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Summer GTP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IT 편”이라는 제목이었다. 물

론 보스턴과 뉴욕에 저렴한 비용으로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좋으나, 여러 가

지 마음 속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다. 사실 이전 학기에 회계과목도 듣고 

재무과목도 수강했었지만 크게 그런 분야에 관심이 가지 않아서 학점도 

나쁘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영어공인인증시험 성적도 없었기 

때문에 지원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지원서를 다운받아 보니 모

두 영어로 쓰게 되어 있어서 거부감에 창을 닫아버렸다. 나에게 이 프로그

램을 알려준 동기도 그럼 어쩔 수 없다며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그러던 중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인 7월 1일 새벽에 일찍 잠이 깨었는데, 

이상하게 되든 안 되든 GTP에 지원은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금융에 관심이 있지 않았지만 경영학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선망하는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알아보고도 싶었고, 사실 지원할 당시에는 한 번

도 가보지 못했던 뉴욕에 가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하지만 평소에 영어

로 글을 써보지 않은 탓에 지원서를 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7월 1일

이 저물기 전에 지원서를 겨우 마무리 짓고 접수를 할 수 있었다. 나는 영

어 성적도 없고, 학점도 별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후에 외국인 친구에게 내 

지원서를 보여주면서 첨삭을 부탁했었는데 종이가 빨간 종이가 될 정도로 

문법도 많이 틀리고 표현도 어색했다. 그렇지만 지원서에는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느끼는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솔직하게 적었고, 정성 들여서 적었

다고 생각한다.

 

지원과정

며칠 뒤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운이 좋았는지 17명 중에 이름이 있

었다. 덜컥 서류가 붙고 나니 이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어 인터

뷰를 보아야만 했다. 그 상황 자체가 모든 것이 새로워서 어디부터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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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지 막막했지만, 우선 서점에 가서 영어 인터뷰 관련 책을 한 권 구입

하고, 자기소개와 관련된 주요한 표현들을 암기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

에 많은 지원자를 인터뷰 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심층적인 인터뷰보다는 

영어 사용 능력과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을 물어볼 것 같아서 관련 예상 질

문을 만들었다. 그것은 자기소개, 지원동기, 본인의 인턴십이나 대외활동 

경험, 프로그램에 공헌할 수 있는 점이었다. 그리고 각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할 이야기들을 정리한 다음, 연습을 하고 인터뷰에 임했다.

사실 인터뷰를 보러 갈 때 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인턴

십 면접이 아니라 인턴십을 구하러 가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인터뷰이니

까 너무 과하면 안 될 것 같아 정장은 아니었지만 면바지에 셔츠를 입고 갔

다. 반면 면접 대기실의 많은 남학생들은 대부분 정장을 입고 오고 여학생

들도 어두운 톤의 깔끔한 의상을 입고 왔다. 반드시 정장을 입을 필요는 없

어 보이지만 가능하면 정장을 입는 것이 튀지 않을 것 같고, 정장 입을 상

황이 되지 않으면 깔끔하게 입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인터뷰는 세 분의 면접관이 있는 면접실에 세 명의 학생이 동시에 들어

가는 형태였다. 면접 질문은 예상 질문 내에서 모두 나왔고, 세 명의 학생들

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면접관이 다음 질문을 하는 

형태였다. 따라서 영어 인터뷰가 지원자를 당황하게 하거나 괴롭히려는 과

정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예상되는 질문 몇 개를 추려서 준비하면 충

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 명단에 들 

수 있었다.

사전교육

합격자 발표가 난 뒤,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사전교육이 이루어졌다. 

월, 수, 금 오후 4시 반부터 6시까지 이루어졌고, 매 시간 다른 주제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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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육을 받았다. 사전교육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교양 

교육 차원으로 UBS 이재홍 대표의 강연, Danton Ford 연구원의 비즈니스 

매너 강연, 남광우 교수의 뉴욕 취업 특강이 있었고, 두 번째로 현지 프레젠

테이션 준비차원으로 RGB 스타일리스트의 프레젠테이션 교육과 리허설 

및 피드백, 경제학-경영학 교수의 팀별 프로젝트 첨삭지도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영문 이력서 작성을 하고 이메일로 첨삭을 하여서 수정을 하는 

과정이 있다. 하지만 이 중 GTP 현지로 떠나기 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

지에서 하게 될 프레젠테이션 준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글의 마지

막 부분 ‘3. GTP 미국 편을 다녀와서’ 부분에 자세히 적어두었다. 추후 준

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선 교양 교육 차원에서의 사전교육은 금융 분야와 미국 현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실 나는 지원서의 “What 

is your career goal”을 묻는 질문에 금융 혹은 IT라고 적지 않았다. 평소에 

HR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HR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적었는데, 사전교육을 통해서 금융분야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많이 

얻게 되었다. 특히 UBS 이재홍 대표께서 오셔서 10명의 GTP 팀원들을 위

해 강의를 하셨는데, 그 시간을 통해 금융 분야에서 일하는 것도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보람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평소에는 금융 분야라고 생각하면 무언가 탐욕스럽고 본인의 적성과는 

관계없이 오직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서 취직하는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재홍 대표님의 사전교육을 통해 금융이라는 산업이 

왜 현대 사회에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또한 단순히 투

자 은행이라고 하였을 때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하는지 말할 수 있는 수

준은 아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서별로 대략적인 업무 특성을 파악

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이재홍 대표께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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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M&A 자문을 하셨다는 사실을 뉴스 검색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러

한 분을 이런 소규모 모임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기회만으로 대학생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RGB 스타일리스트 대표님의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강의도 도움

이 되었다. RGB 스타일리스트 대표님은 서울대 출신의 선배이자 GTP 홍

콩 편을 미리 경험하신 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프레젠테이션과 관

련된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 분으로, GTP 미국 편의 프레젠테이션 준비부

터 리허설까지 도움을 받았다. 발표 태도나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질

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 주시고 슬라이드 디자인 수정에도 도움을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GTP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막막해 하던 시점에 

미리 경험했던 선배로서 현지의 상황과 분위기를 알려주셔서 미리 마음을 

준비하는데 좋았다. 

마지막으로 뉴욕 취업 특강과 관련되어 남광우 교수님의 강의도 막연했

던 ‘뉴욕’과 ‘취업’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GTP에 선발되고 사전 독

서 과제로 『뉴욕 취업』이라는 책을 읽었어야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모두들 

실의에 빠지게 되었다. 해외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과정들

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특별

히 신경 써야 할 목록들이 너무 많아서 과연 이러한 것들을 모두 신경 쓰면

서 뉴욕에서 취업하는 것이 행복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GTP를 지원하기 전에는 해외에서 취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고, 더군다나 뉴욕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도 해 본 적이 없다. 아

마 대한민국에서 뉴욕으로 취업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회의적인 생

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던 중 GTP를 기회 삼아서 ‘뉴욕에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졌다가 다시 『뉴욕 취업』 책을 통해

서 좌절하였던 것이다. ‘역시 뉴욕에서 취업은 무슨…’이라는 생각이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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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 가운데 남광우 교수님의 특강은 너무 비관적이지도 않고 너무 낙

관적이지도 않게 그런 생각들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실질적

으로 뉴욕으로 취업을 한 사례들도 듣고, 현실적인 장벽들은 무엇인지를 

짚어보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전교육 강의를 들으면서 동시에 팀별 프로젝트를 준비하다 보

면 2~3주 시간은 금방 흘러가고 어느덧 출국할 시간이 다가온다. 막상 떠

날 때가 되면 밤샘 프로젝트를 통해서 체력도 많이 약해진 상태이고, 현지

에서의 활동들을 상상하며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는 욕심을 

조금은 걷어내면 도움이 된다. 나는 프레젠테이션 준비와 관련해서 조언을 

받기 위해 경력개발센터의 도움으로 Merrill Lynch 한국 사무소에 방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맞이해주신 상무님이 ‘현지에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해주셨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부분은 결국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런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하는 날 새

벽 3시까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겨우 비행기에 올랐다.

2. 현지 활동 

현지 기업 방문

이 부분에서는 GTP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문했던 기업에서 느꼈던 점들

을 간략히 적으려고 한다. GTP 미국 팀이 보스턴에 도착해서 가장 처음으

로 도착한 기업은 IPG Photonics라는 기업이다. 처음 이 기업을 방문한다

고 했을 때, 처음 들어본 기업이고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 업종도 제조업 

쪽에 가까운 기업이라서 조금은 의아했지만 방문하고 나니 많은 생각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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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회사였다. IPG Photonics는 광섬유를 비롯한 레이저를 만드는 회

사이다. 이 회사의 특징을 설명하자면 같은 업종으로서 경쟁 회사가 없어

서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크고, 1년에 많게는 50%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현대 산업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향후 로봇 

분야까지 진출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 회사에 방문을 하고 나오

는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다. 사실 현재 모든 이들이 입사하기 

원하는 회사도 처음 시작부터 분명히 그런 거창한 회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Microsoft나 Apple 사도 신생 기업의 단계를 거쳤을 것이지만 그 기업만

의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을 통해서 지금의 형태로 성장한 것처럼, IPG도 5

년쯤 뒤에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해 있을지 모를 일이다.  

그 다음 방문 기업은 Microsoft Technology Center에 방문하였다. MS

에서 특별히 개인-기업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오피스 환경 구축과 IT 지

원 서비스를 도와주는 센터이다. 이 기업은 특별히 GTP 측에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으면 하는 주제를 지정하였다. 그 주제는 “How the 

workplace will be impacted by the broad adoption of new consumer 

technology over the next few years”였고, GTP에서는 총 두 팀이 준비를 

하였다. 먼저 MTC 측에서 회사 소개를 하였고, 이어서 학생들의 발표가 이

어졌다. 미국에 방문하여 처음으로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 많이 긴장하였

지만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였고, 그 후에 이어진 질의응답에도 학생

들이 잘 대답하였다. MTC에서는 특별히 DB센터와 가정집, 사무실, 물류센

터에 어떻게 첨단 IT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지 전시되어 있는 공간을 견학

할 수 있었다. 단순히 과학관 같은 전시장이 아닌 실제로 현재 실현 가능한 

기술들의 집약된 환경을 보고 나니, 새삼스럽게 현대 기술의 진보를 느낄 

수 있었다.

이후 방문했던 기업들은 뉴욕에서의 투자 은행들이다. 방문했던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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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열거하면 Bank of America, UBS, Citibank, Goldman Sachs, Morgan 

Stanley다. 여기서 UBS와 Goldman Sachs는 학생들 발표가 없었고 나머

지 기업에서는 모두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 은행들

은 모두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이었지만 그 기업마다 문화가 너무 달랐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각 기업들에서 서울대학교 GTP 학생을 위해서 준비

한 프로그램이나 분위기도 많이 차이가 났다. 그 중 BoA는 가장 잘 짜여

져 있는 코스 요리와 같았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맨 처음 학생들이 준

비한 발표를 하고, BoA 측에서 회사 소개를 하였으며, 그 후에 하버드 출신

의 BoA 직원인 한국계 미국 여성 분이 본인이 취업과정에서 겪은 일들과 

본인의 계획, 그리고 IB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들을 

이야기하였고, 바로 이어서 BoA의 COO이자 추후 방문하였던 KFS(Korea 

Finance Society)의 일원이기도 하신 Mike Joo 씨가 오셔서 본인이 IB에 들

어오게 된 계기와 IB의 업무를 간단히 소개하셨다. 그리고 한국인 전무께

서 오셔서 기업재무 관련 업무의 소개, 마지막으로 한국계 BoA 애널리스트 

여성 분이 애널리스트 관련 업무의 소개로 이어졌다. 중간에는 BoA Tower

의 51층 라운지도 방문할 수 있었는데 보통 BoA에서 특별한 계약을 할 때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하였다. 그 라운지에서 바라보는 맨하튼 시내의 전경

은 지금도 많이 기억이 난다. 

반면 Citibank는 GTP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준 따뜻한 곳이

었다. 가장 많은 직원들이 학생들의 발표를 보러 왔고, 그 중에는 서울대 출

신 선배님도 있었다.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가장 길었고 그 질문의 

수준도 꽤나 높고 좋았다. 또한 발표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과 학생들에 대

한 조언도 곁들여주어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었다. 또한 대부분 뉴욕에

서 은행들이 트레이딩 룸의 견학과 사진촬영 등에 인색하였는데, Citibank

가 유일하게 세부적인 견학을 제공하였고 특별히 아시아 부분 트레이딩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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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직원들도 만날 수 있었다. 

UBS와 Goldman Sachs는 학생들의 발표가 없었고 견학만 하였다. UBS 

측에서는 회사 중역이 먼저 UBS에 대한 소개를 하신 다음, 2~3년차 직원

들 4명을 불러주었다. 대부분 이제 막 UBS에서 일을 시작한 트레이더 혹

은 애널리스트들이었는데, 본인이 어떻게 인턴을 준비하였고 인턴을 한 

후 어떻게 정규직으로 왔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실질

적으로 IB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은 어떤지, 만족도는 어떤지, 근무 

환경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Goldman Sachs는 이번에 새로 지은 사옥답게 곳곳에 걸려 있는 예술작

품들을 소개해주는 시간과 창 밖에 새로 짓고 있는 World Trade Center를 

구경할 수 있었다. 그리고 특별히 Goldman Sachs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계 직원들을 8~10명 정도 불러줬는데 여기서 좋았던 점은 단체로 질문시

Morgan Stanley에서 발표를 하는 

나의 모습.

BoA에서 발표를 하는 나의 모습.



 학생 보고서

미국: 월스트리트 및 IT 기업   185

간도 주었지만 별도로 1:1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별로 묻고 싶은 질문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

간이었다.

Morgan Stanley는 GTP 일정의 가장 마지막이었는데, 여기에서는 학생

들의 발표를 서울대학교 출신 선배 한 분과 HR 담당자 두 명이 와서 보고 

질의응답을 하였다. 특별히 서울대학교 출신 선배님께서 본인이 한국에서 

뉴욕으로 오게 된 계기와 지금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투자 은행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선배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된 

점은 ‘뉴욕 취업’을 목표로 살아오셨던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오셨다는 것이

다. 흔히 유학 정보 관련 커뮤니티에서 세계에서 1년에 1~2명 뽑는다는 그

런 박사과정 졸업생이 눈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 이 경험이 참 쉽게 올 수 

없는 경험이라는 생각을 했다.

다음으로 투자 은행은 아니지만 GTP 일정 속에서 방문했던 기업은 PwC

와 Henry Schein이다. PwC는 한국에서도 삼일회계법인과 제휴관계를 맺

고 있어서 잘 알려진 기업 중 하나이다. GTP 팀원의 발표 내용이 M&A와 

PMI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준비할 때는 관련 기업정

보들이 회사 측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

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었고 PwC 측 직원 분들도 미

국에서의 상황들과 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 시장에 관한 개인적 의견들을 

대답해 주셨다. 또 HR 담당자가 회사 견학을 하는 도중에도 지속적으로 본

인의 경험들이나 취직에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어 뉴욕에서 취업 

상황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Henry Schein은 역시 한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

업이었는데, Fortune 지가 선정하는 500대 기업 중에서 300위권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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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으로 의료 관련 물품과 관련해서 꽤나 규모가 있는 기업이었다. 실

제로 기업 본사에 방문하니 엄청 넓은 규모의 여러 건물과, 또 그 건물 안

은 정숙하고 깔끔한 사무실 분위기가 전형적인 미국 회사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었다. 여기는 특별히 현재 한국인이 인턴을 이미 하고 있었기에 한

국 학생들의 기대가 많았다. 또한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인 지금까지 Henry 

Schein이 수행했던 M&A에 대한 평가에도 관심이 많았다. Henry Schein

은 맨하튼에서 동쪽으로 50분 정도 이동해야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

데, 기업을 방문할 때는 별 생각 없이 갔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여기서 

일하게 된다면 어떨까, 현실적인 문제는 무얼까 등과 같은 여러 생각에 사

로잡혀서 맨하튼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난다. 

기업 방문들을 통해서 막연했던 뉴욕에서 일하는 것들이 조금은 실질적

인 문제로 다가왔고, 수많은 서울대 선배들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 주

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지 동문 및 관련 인사 만남

이번 GTP를 통해서 현지 동문 선배를 만날 수 있었던 행사는 보스턴에

서 Harvard, MIT 방문 그리고 뉴욕에서 서울대학교 뉴욕동문회에 참석했

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외 금융 분야 인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Korea 

Finance Society(KFS)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이다. 각 행사마다 만나게 

된 선배님들과 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알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개개인의 삶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느끼면서 큰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보스턴의 Harvard 이야기부터 시작하겠다. 여기에서는 서울

대학교에서 외교학과 경제학을 공부하시고 하버드에서 정치경제학 박사

과정에 계신 유혜영 선배님을 만나 뵐 수 있었다. 선배님께서는 처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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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P 팀을 만났을 때부터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소나기가 오는 날씨 속에

서도 친절하게 학교를 구경시켜 주셨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시간은 따로 

세미나실을 대여해서 그 곳에서 선배님께서 연구하고 계신 부분을 짧게 강

연해 주셨던 것이다. 처음에 선배님께서 ‘정치경제학’을 공부하고 계신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공부하시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었는데 이번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을 미국 주 별 정당 투표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풀어

가시는 것을 보고 어떤 분야인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평소에 사회 

현상들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던 나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세미나였다. 

이어서 유혜영 선배님께서 GTP 팀을 위해서 특별히 MIT에서 MBA와 

박사과정을 동시에 하고 있는 송주현 선배도 연락을 해서 초청해 주셨다. 

송주현 선배는 MIT에서 화학생물공학 박사과정과 MBA를 복수학위 과정

으로 하고 계셨는데, 10분 정도 짧은 강연 시간 동안 본인이 빠른 시간 내

에 박사과정까지 오게 된 이유와 본인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설명해 주셨다. 선배의 이야기할 때 목소리와 표정들이 한국에 와서도 잘 

잊혀지지 않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로서 얼마나 한국에서 치열하게 

살지 못했는지 부끄러워졌다. 다음 날, 송주현 선배와 또 MIT 기계공학과

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계신 이종호 선배가 MIT를 소개해 주었다. 두 선배 

모두 박사과정이시고 본인 연구실 생활도 많이 바쁘실텐데 일부러 시간을 

내 주시고, 더군다나 우리 GTP 팀을 위해서 미리 학교 견학 루트와 각 건

물이나 시설에 대한 연혁과 특징들을 사전조사를 다 해두셨던 것이 인상적

이었고 감사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뉴욕동문회에 방문했다. 뉴욕에서 긴장된 첫 날 일정

을 마친 저녁시간이라 많이 피곤했지만, 한인타운에서 갈비탕을 먹으면서 

서울대학교 선배님들을 만나 뵈니 마음이 많이 편하고 좋았다. 특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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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모임에는 서울대학교 뉴욕동문회 임원들께서 GTP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금융 업종에 일하고 있는 30~40대 선배를 많이 초청해 주셔서 많

은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선배들은 대부분 미국에 연고가 없이 서울대학

교에서 학부과정을 마치시고 석・박사를 미국으로 오신 다음, 현지에서 일

을 찾으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서울대학교 

동문회 선배들이 미국에서 만난 어떤 그룹보다 가장 GTP 팀에 관심을 많이 

주셨고,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다. 추후에 한국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 동문회에 다시 참석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모임은 KFS이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한국계 미

국인 교포들이 대다수였고, 간혹 한국에서 미국으로 일하기 위해서 간 사

람들도 보였다. 이 모임은 뉴욕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참 많은데도, 금

융이나 미국 지도층에는 한국인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영향력이 약하다

는 문제의식 아래에 모인 단체라고 한다. 그래서 KFS는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또 젊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날 모임에는 

KFS 관계자 분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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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은 임원진도 몇 분 나오셨지만 GTP 서울대 학생들과 나이가 비

슷한 교포 금융인들이 많이 참석했다. 그러다 보니 동갑내기로서 공감대도 

많이 찾을 수 있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편하게 연락하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듯 GTP를 통해 참석했던 여러 동문 모

임과 관련 인사들 모임은 기업을 탐방하면서는 물어볼 수 없었던, 혹은 들

을 수 없었던 여러 정보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한

국에 돌아와서도 연락하며 인연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GTP 미국 편을 다녀와서

글로벌 인턴십 성공전략

•팀별 프로젝트 준비 

GTP에 선발되고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기업별로 발표를 준비해야 한다

고 통보를 받았을 때의 막막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추후에 

GTP를 준비하는 분들이 혼선이 적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자세히 적

어두려고 한다. 꼼꼼히 읽어보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가장 먼저 GTP에서 프레젠테이션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다. GTP

는 현지에서 인턴십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해외

의 상대 기업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없을 수 있으며, 

시간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상 일정 내 모든 기업에서 개개인 인터뷰

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상대 기업

에 방문하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을 갖고 사전 조사를 시행했

으며, 학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제 기업 케이스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적용시켜 보았는지를 현지에서 보여주며 인턴십 기회를 어필할 수 있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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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2~3명이 한 조가 되어서 15분 정도 분량의 발표를 준비하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 개인이 두 개 이상의 팀에 소속되어 발표를 준비할 수 있

다. 나 역시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와 

Morgan Stanley를 준비하였다.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사전 조사) – 기업 선정 – 사전 조사 – 주제 선

정 – 리서치 페이퍼 작성 – 슬라이드 작성 – 리허설 및 피드백으로 이루

어진다. 기업 선정은 본인이 평소에 기업에 갖고 있던 이미지를 가지고 결

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간혹 글로벌 기업이 아닌 현지에서 왕성한 활

동을 하는 기업에 방문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뉴스 검색이나 해당 

기업 공식 홈페이지를 가볍게 둘러보는 것이라도 한 다음 기업 선정을 하

면 조금 더 의미 있는 발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현

재 실적이 제일 좋거나 제일 유명한 기업에서 본인이 발표 준비를 하게 된

다고 해서 가장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 시점에 세계적으로 실적이 

아주 좋은 기업에서 발표를 하게 될 경우 개개인에게 아주 좋은 경험과 기

회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기업에서 서울대학교 학생에 관심을 두는 정

도는 약해질 수 있다. 장・단점이 있으니 무조건 큰 기업을 선호하는 태도

는 지양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제 기업이 선정되고 팀이 선정되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팀별로 모여서 

주제 선정하는 작업에 전념해야 한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GTP에 선발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같은 기업 발표를 하게 된 팀 내는 물론

이고 GTP 전체 팀원들과도 어색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연도 GTP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어차피 현지에서 일

주일 체류하면 모두가 친해지게 될 텐데, 그 시점을 발표 준비할 때로 앞당

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누군가

가 서로와 서로를 이어줄 수 있는 끈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혹시 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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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는 초기에 이 글을 보신 분 중에 사교성이 좋다면 용기를 내서 GTP 

팀원들을 빨리 묶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보기 바란다. 모든 사전교육 

전・후에 모여서 거창한 술자리 아니어도 식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다들 마음은 있어도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안을 해야만 이루어진다. 당신의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팀별로 어느 정도 모일 수 있게 되었으면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그 기업에서 발표를 들으러 오는 직원들이 서

울대학교 학생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처음 시

작할 때는 여러 가지 욕심들로 최고 컨설팅 업체에서나 가능할 법한 프로

젝트를 생각하게 되지만 그렇게 주제를 잡을 경우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찾

을 수도 없을 뿐더러, 논리적인 정합성도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서 제대로 

된 발표를 준비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인 내용들을 지

지부진하게 현업에 계신 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 

따라서 아직 졸업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서게 된다. GTP 미국 팀도 이러한 점들 때문에 많이 혼선을 

빚었지만, GTP를 마친 입장에서 몇 가지 팁을 남기고자 한다.

첫 번째,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와 검색엔진을 통해서 각 기업이 처한 특

수한 사건이나 상황들을 찾아보기 바란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뉴스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GTP 발표 준비를 하다 보면, 

이 누구에게나 공개된 뉴스조차 귀찮음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제대로 검색

하지 않게 된다. 너무 긴 시간의 뉴스를 전부 볼 필요는 없지만, 최소 반 년 

이상의 뉴스는 꾸준히 찾아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여기에서 본인이 준비

하는 기업의 ‘경쟁기업’을 명확히 하고 그 경쟁기업에 관련된 뉴스도 반드

시 찾아보기 바란다.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해당 기업에 필요한 점들

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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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여러 가지 정보 공시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바란다. 각 

기업에 대한 정보를 모으려면 실적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각 기업 

공시들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런 정보를 찾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해 한다. 앞으로 GTP가 어느 

국가로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해당 국가 기업 관련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부터 고민해보기 바란다. 참고로 나는 미국 편이기는 했지만, 

전부 글로벌 기업인지라 글로벌 기업의 한국 사무소 실적을 찾아보기 위해

서 들어갔던 사이트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대한상공회의소, 금융

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KOTRA 뉴스 검색 등이다. 미국 현지 기업의 경

우 SEC.gov에 공시되는 1년 연차보고서만도 몇 백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이 자료만 꼼꼼히 분석해도 원하는 실적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영문 자료 검색에 주저치 말기 바란다. 나는 완벽한 토종 한국인

이고 학교 수업으로 사용되는 영문 교과서를 읽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학생 중 하나였다. 따라서 예전에는 정보 검색할 때 영문 검색은 생각지도 

않았을 뿐더러, 국문으로 검색을 하다가도 혹시 검색 결과가 영문으로 나

오면 창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GTP를 준비하다 보면 국문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문 자료를 검색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의지를 갖고 영문 자료 검색을 한 걸음씩 진행시켜 보

기 바란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얘기한 뉴스 검색의 결과가 좀 더 전

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흔히들 알고 있는 WSJ, FT, Economist 등에

서 해당 기업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된 기사들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GTP 내에서 이렇게 찾은 자료들을 공유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GTP 미국 편에서는 실행하지 못했던 점인데 지나고 보니 

이 점이 아쉬워서 적어둔다. GTP 내의 각 팀은 경쟁관계가 아닐 뿐더러 대

부분 같은 산업 내 기업을 맡아서 조사하게 된다. 따라서 각 정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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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공유를 하면 서로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

다. 예를 들어서, GTP가 테마로 잡은 산업(이번 GTP 미국은 금융/IT)의 전체 

시장 규모나 앞으로 성장유인들은 모든 GTP 팀에서 필요한 자료일 것이

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으면 각 팀은 별도로 모두 검색을 해서 

이중, 삼중으로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게 된다. GTP 팀별 팀워크뿐만 아니

라 GTP 전체 팀워크도 중요하다.

위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서 주제만 선정하게 되면 다음 과정은 슬라이드 

작성과 발표 리허설이 남아 있다. 우선 슬라이드 작성에서는 ‘많은 글을 넣

지 말라’로 모든 팁을 요약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팁이지만, 앞서 주제 선

정을 하고 슬라이드를 작성할 때쯤 되면 빨리 작업을 마무리하고 싶은 욕

심에 리서치 페이퍼의 내용 자체를 슬라이드에 넣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나 차트를 적극적으

로 이용한다. 이제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남은 것은 수십 번의 리허설과 피

드백뿐이다. “Practice makes perfect.” 정말로 연습을 하면 본인의 약점들

이 고쳐진다. 

•영문 이력서 쓰기

서울대학교에서 평범하게 학부 생활을 하던 3~4학년 학생이라면 특별

히 영문으로 된 이력서를 써 본 경험이 없을 것이다. 나 역시 영문 이력서

는커녕 한글로 된 이력서도 써 본 적이 없는 평범한 학부 3학년 학생이었

다. 하지만 이번 GTP에 선발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영문으

로 된 이력서를 쓰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후에 GTP에 선발이 되어서 영문 

이력서를 써야 할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점들을 적어두고자 한다. 특히 외

국 거주 경험이나 교환 학생 경험이 전혀 없이 토종 한국인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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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영문 이력서는 보통 자유 형식이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

는 양식이 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서점

에서 영어 서류와 영어 인터뷰 관련 서적을 구입하거나 도서관에서 대여하

기를 추천드린다. GTP의 사전 독서 과제였던 『뉴욕 취업』이라는 책도 영

어 이력서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어서 도움이 된다. 아무튼 이러한 책들은 

GTP로 출국하는 날까지 사용할 일들이 꽤 많았다. 꼭 한 권 구해서 정독을 

해 보면, 영어 이력서 관련 책에는 이력서 샘플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서 써야 할지 유심히 보기 바란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학력, 장학금, 동아리, 인턴

십 경험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적어두는 것이다. 그 외 대학 생활을 1학년 때

부터 꼼꼼히 생각해보면서 이력서에 적을 만한 의미 있는 경험들이 있었는

지를 생각해보기 바란다. 의외로 생각지도 못했던 1~2개의 경험들을 끄집

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각 활동 항목에 따라서 본인이 그 행

사 혹은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점이나, 그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수행했던 

점들을 문장으로 간단히 정리해본다. 줄줄이 적기보다는 간략하게 간추려

서 적어보고 그것들을 영문으로 옮기면 된다. 완성된 영문 이력서의 양이 

너무 적다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반드시 주변에 영어를 잘 하

는 친구에게 한 번쯤 검토를 받기 바란다. 경력개발센터에서도 이력서 클

리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1회에 그치기 때문에, 먼저 친구를 통해

서 문법적인 오류나 어색한 어휘들을 고친 다음 클리닉을 맡기면 구조적인 

면이나 이력서의 흐름적인 면에서 조언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문법적 오류나 어색한 어휘들이 포함된 이력서는 그 자체로 매력도

가 급감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포함된 서류를 클리닉에 보내면 검토하시

는 분도 그런 사소하지만 중대한 오류들을 잡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

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1차적으로 스스로 검토를 하고 클리닉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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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바란다.

GTP를 통해 도움이 된 점

•사전교육을 통한 학습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GTP를 생각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은 미국에

서의 경험보다 GTP를 떠나기 전 같은 팀원들과 학교에서 정말 며칠씩 잠

을 못 자면서 프로젝트를 준비했던 것이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준비했

던 것을 쉴 새 없이 발표했을 뿐 관광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

에 추억이 스며들 공간이 없었는데, 한국에서 준비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

기 때문에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다. GTP 팀원들끼리 이 GTP 프로그램은 

금융 업종에 인턴십을 구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금융 업종 종

사자의 삶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농담을 하곤 

했을 정도로 살인적인 데드라인에 쫓겨가면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매일 아침 쪽잠을 자고 일어나서 화

장실에서 씻기 전 수척해진 내 얼굴을 보며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덕분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사실 학교에서 5학기를 다니고, 또 경영 전공을 하면서 회계, 재

무 관련 공부들을 했었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뉴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분석하고 또 기업들의 연차보고서를 분석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용어도 익숙지 않을 뿐더러, 시험공부용으로 단기간에 암기했던 지

식들이 대부분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 서적들을 많이 읽어야만 했다. 또한 한 

사건에 얼마나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있는지를 체감하였고, 또 학교에

서 단편적으로 배운 회계-재무지식들뿐 아니라 법률 등의 문제까지 종합

적으로 적용되어야만 논리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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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간 배웠던 많은 수학적 원리들과 

예제-유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씩 끼워 맞추기를 해 보듯, 신문기사를 통

해서 찾은 기업이 당면해 있는 문제를 바라보며 지식들을 적용해보는 연습

을 해야 했다. 학부생으로서 다룰 수 없는 변수들은 통제하고 다룰 수 있는 

변수들 위주로 문제를 접근했다.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단순히 암기하고 

있던 지식들이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다룰 수 있는 변수들이 늘어날 수 있

겠구나라는 생각이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단적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지난 학기에 수강하였던 재무관리 

교과서를 공부하는 일이었다. 재무관리를 수강할 때는 모든 지식들을 중간

고사-기말고사 범위에 맞게 암기하고 예제-유제를 열심히 푸는 연습만 해

서 수료하였으나, 이번 GTP를 준비하고 또 직접 미국에서 현직에 계신 분

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지금 공부하는 이 지식들이 내 남은 직장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를 체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태까지 방학 이후 개강 날짜가 다가오면 여러 가지로 부담도 

되고 더 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3학년 2학기에 수강하

게 될 여러 전공 과목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고, 특별히 이번 GTP

를 통해서 회계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 거시경제, 재무관리와 투자론, 수치

해석 등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이 지식들을 얻고 난 

후 3학년 겨울방학에는 더 많은 뉴스와 더 많은 정보를 분석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직업 선택 기준의 변화

보스턴에 있는 IPG라는 기업에 방문했을 때는, 이 곳이 미국에 가자마자 

갔던 첫 기업이라서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곰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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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뉴욕 투자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IPG에서 일하는 사람들

은 분명히 달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뉴욕 쪽 금융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

은 본인이 하는 일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서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면, IPG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장

해가는 회사를 본인들이 키워간다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어떤 쪽이 더 절대적으로 낫다라고 볼 수는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IPG의 

분위기가 참 좋았다. 투자 은행에서도 개개인의 실적이 숫자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본인의 노력이 회사 전체 규모를 키운다는 것은 실감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IPG는 본인들의 노력 하나하나가 가시적인 회사 성장의 

결과로 보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 전에는 무조건 과거 선배들의 

노력을 통해 일구어진 이미 성공한 잘 갖춰진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은 생

각을 많이 했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이 큰 유동적인 시스템

을 갖춘 중소기업에서 젊음을 바쳐 나의 회사를 키워내고 싶은 생각이 들

었다. 

더불어, 뉴욕의 같은 업종인 투자 은행을 돌아보며 느낀 점은 각 회사마

다 문화가 너무 다르니 반드시 회사의 문화를 알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

다. 뉴욕이라는 점과 같은 투자 은행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미

묘하게 다른 느낌은 각 회사에 대한 선호도를 만들었다. 나는 완벽하게 전

문적인 느낌보다는 팀별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사람 냄새가 나는 분

위기를 선호하는데, 이런 내가 개개인의 완벽한 업무 능력을 요구하는 조

직에 들어간다면 즐겁게 일할 수 없을 것이다. 뉴욕에서도 처음에는 금융

업이 주는 꽉 짜여지고 완벽한 분위기에 숨이 막힐 것 같아서 투자 은행에

서 일하면 평생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가도, 시간이 지

나 어떤 회사에 방문을 하니 그 곳에서 느껴지는 팀별 협력의 문화가 나로 

하여금 그 팀에 끼어서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물론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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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평생 직장보다는 능력에 따라서 직장을 옮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왕이면 잘 맞는 문화에서 즐겁게 일하기 위한 사전 조사도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했다.

•여러 학문과 학위에 대한 도전

사실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해서 학부시절 무언가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해야겠다는 욕심에 인문계열의 경영학과 자연계열의 계산과학을 신청했

다. 하지만 인문계열 학생으로서 자연계열 학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도

전이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부전공으로 바꾸거나 전공을 취소하고 

빨리 학부를 졸업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GTP를 통해서 만

나게 된 선배들 중 많은 분들이 복수전공을 하셨고, 학부 시절을 좀 더 다

양한 학문에 노출시키면서 다양한 경험을 위해 노력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MIT에서 공학박사와 MBA를 동시에 공부하고 계신 송주현 

선배께서 나에게 특별히 계산과학을 포기하지 말고 꼭 끝까지 해보도록 용

기를 북돋아 주셨다. 또한 서울대학교 뉴욕동문회에서 만난 많은 선배들도 

공학 전공을 하고 금융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경영

만 전공하고 학부를 졸업하기보다는 조금은 힘들겠지만 자연계열 학문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또한 GTP를 가기 전에는 괜히 석사・박사를 생각하기보다는 빨리 사회

에 나가서 경험을 쌓고 직장 경력을 쌓는 것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GTP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모

든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직을 

목표로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석사 정도까지는 할 각오를 해야겠다는 생

각을 하였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더 가질 

수 있고, 또 상급 학위를 다른 나라에서 했을 때 그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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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도 상대적으로 많아짐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GTP에서 돌아와서 

GTP에서 돌아온 지 벌써 2주가 지났다. GTP를 떠나기 2주 전부터 밤샘 

준비를 하고 미국에서 1주도 시차에 힘들어 할 여지도 없이 바쁜 스케줄을 

지내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니 쌓여 있던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무척 

고생했다. 시차 적응을 하려면 한국의 낮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버틸 체력

이 있어야 하는데 버틸 체력이 거의 없다 보니 고작 1주일 미국에 다녀왔

는데 시차 적응을 하느라 1주일을 소비해야 했다. 이처럼 GTP의 일정은 많

이 고된 시간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활동보고서의 마지막은 GTP에 대

한 제안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GTP를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인 좋은 경험을 했다는 것에

는 크게 반문할 여지가 없으나, 휴식 시간의 필요성은 강하게 주장하고 싶

다. 여기에서 휴식 시간이란 단순히 학생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관광하러 

돌아다니는 용도의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일정을 조금은 빡빡하지 않게 조

절함으로써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앉아서 쉴 시간도 확보하고 숨도 

고를 수 있는 휴식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몇몇 학생들은 일정 3~4일차

부터 벌써 체력이 다 떨어져서 프로그램 후반기로 갈수록 피로감에 집중력

이 많이 떨어졌다. 그들도 무언가를 더 배우고 듣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가중되는 피로감에 어쩔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GTP에서 하루 일정을 간략히 이야기하면, 아침 7시쯤 기상해서 아침식

사를 하고 8시에 집합해서 첫 번째 프로그램 장소로 이동을 한다. 점심은 

이동하면서 간단히 샌드위치를 먹고 오후에 두 프로그램을 연달아서 실시

한 다음, 또 새로운 사람과 만나야 하는 저녁 모임에 참석한다. 그리고 11

시 넘어서 숙소에 돌아와서는 그 다음 날 있을 프레젠테이션 발표 준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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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는 되어야 겨우 잠에 든다. 또 모두 정장 차림에, 구두에, 가방에는 

노트북에 발표 자료들로 가득 채워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나면 정말 몸

이 녹초가 된다. 학생들이 GTP 끝나는 날까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면

서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프로그램 수를 과도하게 늘리는 것보다

는 적정한 수준의 프로그램 수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전교육을 1시간 반씩 월, 수, 금에 걸쳐서 2주 넘게 하는 것보다 

필요한 교양 교육을 초반 1주에 몰아서 배우고, 그 후에는 온전히 팀 프레

젠테이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이 구성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 

나중에는 팀 프로젝트 준비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급한데 교양교육을 

듣고 있으려면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았다. 하지만 사전교육의 프로그램 하

나하나는 꼭 필요한 교육들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시간 구성만 조금 더 효

율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위의 제안사항조차도 오히려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

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다가 생긴 제안일 정도로, 적절한 때에 최

고의 프로그램으로 좋은 경험을 하도록 허락해주신 경력개발센터 측에 감

사한다. 특별히 미국에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너무 꼼꼼히 준비하셔서 

정말 현지에서 아무런 돌발상황 없이 온전히 프로그램에만 집중할 수 있도

록 준비해주신 경력개발센터 이윤경 연구원님과 송민희 조교님에게 감사

한다. 마지막으로 젊은 시절 소중한 추억을 함께 공유한 GTP 미국 편 팀원

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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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미국 편을 준비하며

지원동기

대학 생활을 잘 보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단 부딪쳐보고 과감하게 

도전해 볼 것을 스스로에게 주문해왔다. 그리고 흔히들 바라듯 외국에서 

잠깐이나마 일하는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했고. 언제나 그런 것처럼 동원관 

앞에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 있는 가운데, Global Talent Program US라는 

제목하에 미국의 IT와 금융 기업들을 방문한다는 선정적인 글귀가 불현듯 

눈에 띄었다. 막연히 품어 왔던 국제 비즈니스에 대한 동경을 현실에서 이

루어내고자 본 프로그램에 지원하였다.

지원과정

지원과정에서 지원서와 이력서를 영문으로 먼저 제출해야 했으며 여기

에 통과된 사람들에 한해 영어 면접의 기회가 주어졌다. 지원서에는 미국 

방문 수학에서의 경험과 경제 분야 외교 전문가로서의 포부를 조화시켜서 

지원동기를 서술하였으며 GTP 지원 이전까지 해왔던 여러 활동들을 구체

2011 Summer GTP US 활동보고서
한장훈 (경제학부 04학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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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때 영문 이력서를 형식에 맞추어 잘 작성하

기 위해서는 『뉴욕 취업』을 참고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영어로 이루어

진 면접은 자기 소개와 지원동기, GTP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등 기본

적인 사항을 물어봤다. 사실 예상 가능한 질문이긴 해서 다른 지원자들은 

준비했던 멘트대로 유창하게 말하였지만 계절학기 시험 기간이 겹친 나머

지 나는 기본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이 들어갔다. 결국 내 답변

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고 선발되지 못하리라 예상하다가 오리엔테

이션에 참석하라고 연락을 받았다. 전반적인 선발 과정을 돌이켜보면 인턴 

기자, 공기업 블로그 기자단, 금융 기관 인턴 등 다양한 활동 경력 그리고 

구체적으로 서술한 지원동기가 선발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생각된다.

사전교육

2011년 7월 18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8월 7일 출국일까지 3주간 

사전교육 프로그램이 주 3회씩 총 9회 진행되었다. 이중 이재홍 UBS 증권 

대표님께서는 우리에게 투자 은행에 대해 소개를 해주셔서 프로그램 참여

에 새삼 동기부여를 해주셨으며, 남광우 교수님께서는 해외 취업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짚어주셔서 기억에 남는다. 현지 

기업에 보여줄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각자의 

발표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사전교육에 참가하는 동시에 각자 1~4명씩 팀을 이루어 IT나 금융 기업

을 선택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였다.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와 Henry Schein에 대한 발표를 맡았는데 준비 처음부터 출국 직전까지 

발표 주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 중 하나였다. 구체적인 솔

루션을 제시하면서도 해당 기업의 관계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정도

로 새로워야 하며 내용상 심각한 오류가 없어야 했다. 나뿐만 아니라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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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다른 팀에서도 발표 맡은 기업의 한국 지사 직원이나 관계자들에게 발

표 주제와 내용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으며 한 차례 이상 전체 내용을 완전

히 뒤엎기도 했다.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에서는 소위 한국의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해서 외국계 IB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개괄하였다. 여기서 전

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어려움

이 있었으며 결국 실제 발표에서도 그 부분에 질문이 들어와서 당황하기도 

했다. 한편 Henry Schein에서 처음엔 한국의 치과 산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자 했다. 하지만 관계자에게 부정적인 평을 듣

고 완전히 주제를 바꿔서 Henry Schein의 동물 의료 산업 분야(veterinary 

segment)에서 최근 인수 합병을 평가하였다. 성장성과 잠재적 위험 요소를 

분석하였지만 출국 직전에 주제를 바꾼 나머지 기대만큼의 발표는 하지 못

Bank of America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장면. 해당 슬라이드는 SWOT 
분석의 일환으로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의 약한 점을 국제 시장
에서의 성과와 관련하여 지적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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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두 발표 모두 미국증권거래위원회(www.sec.gov)나 각종 영자 신문 

그리고 구글 검색을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대

부분의 팀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발

표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구체성, 생소함, 완전성을 충족시키기에 용이

하기 때문이다. 

팀을 이루어 기업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한 개인이 모두

를 온전히 진행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 중요했다. 

출국 일주일 전 즈음부터는 팀원들이 서로 밤을 새가며 SNS를 통해 활발하

게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개인적으로는 발표 준비에 나름대

로 주도적으로 참여했지만 처음 기업 보고서 작성 시엔 참여를 하지 못해 

팀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2. 현지 활동

회사 소개

내가 발표를 맡은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자 한다.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는 미국 종합 금융 기업으로서 상업 은

행인 Bank of America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투자 은행인 Merrill 

Lynch를 2008년에 인수함으로써 오늘날의 기본 사업 구조가 완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소매 금융 기업으로서 Bank of America는 5,900만 명의 소매 

고객과 6,100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홈 에쿼티론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다. 동시에 Bank Americard의 이름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신

용카드를 발급하여 신용카드의 대중화를 이루어냈다고 한다. 자산 운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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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서도 블랙록의 지분을 절반 가까이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급성장을 이

루어냈다. 여기에 주식과 채권 인수에 있어서 미국 최대의 브로커리지인 

Merrill Lynch가 합류한 것이다. 이는 미국 최대의 소매 금융 전문 업체인 

Bank of America가 미국 내 4위의 거대 투자 은행을 인수한 것으로 금융 

포트폴리오를 수평적으로 크게 확장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전체적으

로 Deposits, Global Card Services, Home Loans & Insurance, Global 

Commercial Banking, Global Banking & Markets and Global Wealth 

& Investment 등 6개의 사업 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각 부서별 2010년 순

수입과 순소득은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이 중 우리를 초대해주셨던 Global Banking & Markets 부서는 3가

지 업무를 맡고 있다. Sales and Trading은 다양한 금융 상품을 거래하며, 

그림 1.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의 각 부서 별 
2010년 순수입.

그림 2.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의 각 부서 별 

2010년 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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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Banking은 주식, 채권, 대출 상품들을 인수하거나 이들에 대

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Global Corporate Banking은 회사에 대한 자

본 관리나 재무 솔루션을 담당한다. Global Banking & Markets 부서의 자

세한 회계 자료는 그림 3과 같다.

한편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는 서울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1967년 설립되어 장외(OTC) 파생상품을 팔아왔다고 한다. 미국과는 달

리 소매 금융 업무는 하지 않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

으로 투자 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 투자 은행 역

할을 종합적으로 모두 하는 금융 기관은 없지만 대신 UBS, Credit Suisse, 

Goldman Sachs 등 다른 외국계 투자 은행들과 주로 경쟁을 한다. 그림 6

에서 보듯이 M&A 컨설팅과 같은 몇몇 시장에서는 다른 투자은행들 외에 

KPMG와 같은 컨설팅 기업들과 경쟁하기도 한다. 서울 지점의 회계 자료

는 그림 4, 지난 10년간 매출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3. Global Banking & Markets 부서의 회계 자료.



 학생 보고서

미국: 월스트리트 및 IT 기업   207

그림 4.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서울 지점의 회계 자료.

그림 5.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서울 지점의 10년간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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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채용과정

방문했던 모든 기업에서 공개적으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았고 

그 채용과정도 상이했다. 하지만 미국 금융 기업들은 대체로 공개적으로 

인턴 선발을 공지하긴 하되 실제로는 인맥에 의해서 채용이 좌우되는 경우

가 많다. 예를 들어 UBS는 10주 여름 인턴 과정이 있으며 공개 지원도 받

지만 보통 미국 대학 내의 Campus Recruiting을 통해서 채용된다고 한다. 

여기서 인맥은 여러 활동을 하고 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형성 가능한 것들이다. 다만 국내 대학을 나온 경우 외국, 특

히 뉴욕의 유명한 금융 기업에 인턴을 하거나 졸업 후 바로 입사하는 것은 

보통 어렵다고들 한다. 서울대에서 학사 졸업을 하신 선배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그 이후에 채용

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 6.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및 기타 외국계 투자은행의 매출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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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여느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력서와 기타 서류가 통과되

면 면접을 본다. 이때 Bank of America의 vice president인 Julie Hong의 

경우 신문 읽기와 같은 자료 조사를 통해 면접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함으

로써 채용 기회를 얻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가 소개

이번 GTP는 미국에서 활동을 하였으므로 미국의 비즈니스와 취업 전반

에 대해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위주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미

국에 대해 누구나 알만한 형식적인 소개는 지양하되 결론만 놓고 보면 다

소 식상할 수 있다는 점에 미리 양해를 구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교에 방문 수학한 적이 있는데 이때 몇몇 유

명한 비즈니스 동아리에 잠깐 참석한 적이 있다. 캘리포니아의 특성을 감

안하더라도 내가 갔던 모든 비즈니스 동아리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는 유

색인종의 수가 예상 외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에 놀랐다. 더욱이 그들

은 고집스러워 보일 정도로 동일한 색상과 디자인의 정장을 고집하였는데 

GTP를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니 그들이 금융가의 주류 문화에 철저하

게 동화되고자 한다고 느꼈다. 채용에 있어서 인맥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

요하다는 사실 때문인지 동아리 내 사교 활동에서 역시 철저하게 비즈니스 

룰에 맞추었다. 오히려 한국의 교내 비즈니스 동아리보다 더 형식적인 것

에 신경 쓴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번 GTP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뉴욕 금융 업계에서 높은 지위에 오

른 Julie Hong이나 Mike Joo 역시 자기 일에 대한 열정과 철저한 자기 관

리의 면모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소수 인종으로서 반드시 성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나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고 실제로 소위 말하는 ‘유리 

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능력 위주로 채용과 승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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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점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서 미국과 한국이 가지는 뚜렷한 차이

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경제적 부의 분배가 선진국 미

국에서는 오히려 교육과 취업을 통해 눈에 띄게 극복되는 듯 보이지만 한

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변화 속도가 느리다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 특강, 현지 특강 및 동문과의 만남

GTP는 인턴십 자리를 얻기 위해 단순히 미국 현지 기업을 돌아다니며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개인별 자기 홍보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이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현지 사람들과의 교류(socialize) 활동이었다. 이를 

위해 하버드와 MIT의 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선배들, 뉴욕의 금융 기업에서 

근무 중인 서울대 동문들, 그리고 한국인 혹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뉴욕 

금융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Korea Finance Society(KFS)와 식사

를 함께 하며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동기부여도 받았지만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턴 

채용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어내기도 한다.

먼저 방문한 보스턴에서는 하버드 박사과정 중에 계신 유혜영 선배의 강

의가 있었다. 주제는 ‘미국의 선거 전략에 따른 글로벌 금융 위기의 발생과 

경과’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경제적인 논란을 정치 현실의 측면에서 분석

한 것이 인상 깊었다. 예를 들어, 강경 보수노선인 tea party 정치인들의 득

세와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개혁의 좌절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신 것이

다. 강의 후에는 유혜영 선배께서 가이드 역할을 맡아 하버드를 함께 돌아

다니며 여기저기 소개해주셨고 이후 식사까지 함께 했다. 한국인인데도 불

구하고 미국의 정치 현상을 미국인보다 더 잘 이해하여 하버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는 모습은 나에게 큰 자극제가 되었으며 다른 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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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MIT에서는 Sloan MBA에 재학중인 송주현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이야기

를 했던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마침 나이가 같아 더 가깝게 교류할 수 있

었는데 MBA 입학과 Morgan Stanley 인턴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했는지 

물어보고 MIT에서의 공부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한편 

예상치 않게 옷을 수선할 일이 생겼는데 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해

결할 수 있었다. 

뉴욕에서는 연륜이 있으신 서울대 동문들과의 저녁 식사가 있어서 뉴욕

에서의 취업 정보를 얻고 진로를 구체화하고자 활발하게 네트워킹을 하였

다. 뉴욕 Morgan Stanley의 Asset Management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선

배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직접 듣고 그 진

로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동문들의 모임인 ‘관악 연맹’의 선배들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

MIT에서 Sloan School에 재학 중인 송주현 군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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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고 받았다. 특히 현재 금융계의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어떤 비전을 가

지고 있는지를 두루 물어봤다. 탄소 배출권 거래(carbon trading)를 전문적

으로 하는 신생 기업에서 일하시는 선배는 현재는 탄소 배출권 시장의 성

장이 눈에 띠진 않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금융 시장에서 새롭게 부각될 

것이라면서 이를 주도하려고 한다고 대답을 해주셨다. 금융업계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힘들어 태생적으로 불안정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다소 보수적

이기 마련인데, 현재의 주류에 합승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소신에 따

라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는 비전을 분명하게 가진다는 것이 동문회의 밤

에서 얻은, 인턴십 자리 획득보다 더 가치 있는 성과였다.

 마지막으로 식사 모임을 가졌던 Korea Finance Society(KFS)에서는 뉴

욕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한국계 미국인, 즉 교포들을 주로 만나 대화를 주

고 받았다. 중견 투자 은행에서 일하는 Richard Kim과 Societe Generale

Citibank에서 직원 및 발표자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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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근무하는 Jason Chung과 주로 교류하였는데 앞서 모임에서와 마찬

가지로 그들의 직업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구체화할 수 있었지만 한편

으로 투자 은행가로서의 삶의 애환을 느끼기도 했다. 매일 늦은 시간에 퇴

근하고 식사시간 중에도 끊임없이 이메일을 확인하는 등 일에 쫓겨 사는 

모습을 보면서 진로에 대해 새삼스럽게 다시 고민하기도 했다.  

3. GTP 미국 편을 다녀와서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해외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막연히 생각만 한다고 주어지는 것

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맥을 통해 쉽사리 해외 인턴을 하는 경우도 보긴 

했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 학생들은 『뉴욕 취업』과 같은 관련 서적을 참

고하거나 GTP처럼 이를 도와주는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해외 

인턴을 위한 영어 실력이나 교내외 활동 그리고 업무 경력은 짧은 시간 안

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차분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되 지원하려는 

분야에서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알아본 다음 확실히 챙겨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 인턴을 위한 국내 인턴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GTP도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만큼 나 역시도 GTP 후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

고 채용을 문의하여 해외 인턴을 준비하고자 한다. 

GTP를 통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 및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된 점

이번 GTP 미국 편은 IT나 금융 기업에 초점을 두었지만 사실 나는 대학

생활을 늦게까지 하면서 어느 한 분야로 커리어의 폭을 좁혀 이를 밟아나

가기보다는 다방면에 걸쳐서 진로를 두루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GTP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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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 현지 금융가들처럼 일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마음은 이제 사그라들었

지만 대신 금융이 회사 업무의 기본인 만큼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관련 경

력은 꼭 밟아나가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동시에 Julie Hong이나 Mike 

Joo가 보여주고 들려준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나 스스로를 반성하게 하

였고 앞으로도 간직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인턴을 지

원 중인 현재에도 이력서에 GTP의 활동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며 

향후 면접 시에도 면접관이 이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기를 기대할 정도로 

자신 있게 내세울 경력 중 하나가 되었다. 학교 수업과 관련해서는 회계와 

금융 관련 수업을 소홀히 한 점이 아쉬웠으며 졸업하기 전에 기회가 된다

면 반드시 수강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당장 해외 인턴 자리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GTP 미국 편의 경험을 바탕

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도전해보고자 한다. 비록 금융가로서의 진로를 확정 

짓지는 못했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금융가로서의 인턴 경력은 단순한 겉치

레 이상으로 업무 내용 면에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글을 쓰

는 현재에도 외국계 투자 은행의 서울 지점에 GTP 경력을 내세워 인턴을 

지원하는 중이다.

현재 계획하는 진로는 국내 로펌에서 해외 상거래 및 금융 관련 일을 하

고자 하는 것이며, GTP의 경험은 미래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될 때 가

장 중요했던 경력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쉬웠던 점은 준비 기간이 다소 짧았다는 것이다. 선발 결과가 계절학

기 시작 전이나 직후 가까운 시일 안에 나와야 GTP를 제대로 준비할 시간

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는 유명 기업 관계자들 앞에서 영

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심했는데 계절학기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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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간에 선발 결과가 나와서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생

각한다. 그리고 사전교육 프로그램에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피드백을 주

셨던 교수님들의 조언이 내용을 겉도는 경우가 많아서 준비에 도움이 되기 

어려웠다. 오히려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현직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

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다음 GTP에서는 이를 고려

하여 발표 내용을 구상한 이후 현직 기업 관계자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사

전 프로그램에서 미리 계획해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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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offers students the Global Talent Program 

(GTP) every summer/winter break to enhance their overseas experiences. 

Global Talent Program first started its course in 2007 with the vision of 

creating global leaders and promoting SNU’s talents abroad. Participants have 

the opportunity to secure abroad internships through direct networking with 

global compan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so to get acquainted with 

alumni working abroad. 

A total of 10 outstanding students were selected for GTP held during August, 

2011, had made their visit to various leading IT and finance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is book includes students’ experiences written in 

both English and Korean. 

This year, 10 students with Professor Jeon Yeong Seob (Department of 

Economics) had visited Wall Street, major IT companies, and universities in USA 

from August 8th~12th, 2011. Visited companies include Pricewaterhouse Coopers, 

 Fore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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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UBS, Citibank, Goldman Sachs, and Morgan Stanley. Students had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the company representatives and also the facility 

tour. 

After the tour, students also had the chance to give formal business 

presentations to the company representatives on the topic they prepared 

throughout the summer. Followings are topics that students chose for each 

company: 

Microsoft: “Beyond the Essential” Jae-Eun Lim (Human Ecology), 

Yujin An & Daechan Seo (Dept. of Economics)

Pricewaterhouse Coopers: “Cross Border M&A” Kwangseok Choi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Action Method for Capital 

Market Integration Act as an International Bank” Piljun Choi 

(College of Liberal Studies), Janghoon Han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 Yeereen Jung (Dept. of Economics)

Citibank: “Possible Opportunities for Citi Along with the F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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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in Korea” Hyesun Won, Jayoung Lee (Coll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 Soo Jin Lee (Dept. of Economics)

Henry Schein: “Analysis on Henry Schein’s Acquisition in Veterinary 

Industry” Soo Jin Lee, Yujin An & Yeereen Jung

Morgan Stanley: “Tactics for Morgan Stanley to Successfuly Perform 

PMI (Post Merger Integration) Advisory in Cross-borader M&A 

Field: Stragic Partnership with SNU Asia Center” Piljun Choi, 

Kwangseok Choi, Hyesun Won & Daechan Seo

Students were able to gain confidence and increase their global competency 

through presenting their ideas in front of company representatives. A gathering 

night with SNU alumni also was a good opportunity to intertwine with alumni 

residing in USA. We presume that GTP not only assisted students to broaden 

their understandings towards US companies but also their cultures.  

Career Development Center’s aim is to provide diverse educational programs 

to SNU students with global dreams and by developing information data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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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panies and global networking, Career Development Center 

would like to provide more systematic services. 

Last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Professor Yeong 

Seob Jeon and Research Assistant Yoon Kyung Lee for leading the students for 

Global Talent Program.  

 

January 16th, 2012

Lotte International Educational Hall

Director of 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Prof. Tae-Wan Kim

 Fore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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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December, I participated in “Global Capacity Strengthening Camp.” 

During that program, I got the information about GTP Program and internship 

opportunities. Actually, I want to show my ability and passion among the 

talented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not restricted to Korea. Instead of 

studying for the public service examination, I wanted to study for other things 

that could truly strengthen my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arena. Therefore, 

meeting one of the world’s best known companies and giving presentation to 

them would mean a successful beginning of my career. That is the reason why 

I was interested in GTP. My attentions for GTP were not restricted in just one 

reason. Specially, this summer’s GTP was really attractive because of some 

other reasons. First, the subject. The subject was about finance. I got interested 

in finance through Mentoring Program with the head of UBS Korea. Attending 

lectures on IB and financial basic knowledge, I developed my interest in that 

field. Also, the venue was very attractive. Needless to say, US is the most 

 GTP students’ reports

Filling your life up with enthusiasm!
Seo, DaeChan (College of Social Science,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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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and the Wall street is the hub of world financial 

market. So, throughout the GTP Program, I wanted to experience the financial 

landscape in US and meet our school’s alumni in the industry. 

I also wanted to introduce my cultural and article thoughts into my 

presentation. Actually, I participated in SNU Museum of Art’s docents 

volunteering program. Before I participated in the program, I regarded art 

as just drawing. But I was surprised, during my participation, because the 

concept of art also included the artists’ idea about their society. So, I could get 

the idea of convergence of IT and ART, IRT. I think IT itself could not survive 

recent competition in the market. An example is Google’s logo. So I started 

to come up with several ideas, including the Google Museum, Home-Docents 

System and You Pic.I thinking it would be the best chance for me to achieve 

my dream. 

I decided to apply for the GTP and throughout hard process, luckily, I was 

accepted as the member of GTP and I was really thrilled to hear the news. 

1. The Memory of Microsoft

As I worked in SNU Museum of art from this semester, I naturally got 

interested in the art works and place itself. At there, although this is the 21st 

Century where society, everything could be operated with the high-tech, still 

at there the receptionist was the one to write down each visitors and put that 

number in the excel. I think it was really inefficient. Also, There were not 

much communications as I thought. When I went to the museum to se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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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I really wanted to know the appreciation of another visitor. Although 

the explaination that the museum offers was quite helpful, I thought this was 

a vertical way of communication. It is also needed, but I think circular and 

parallel way of communication is in need for better appreciation.

So I decided to present about topic “IT solutions for Museum&Art Museum 

for IBM” which is known for its well-accumulated experiences on IT industry. 

But I couldn’t make it because there was some change of schedule. Finally I 

got the opportunity in Microsoft. Unlike another team mates, I volunteered 

alone for presentation because there might be trouble about this cultural concept 

and also I didn’t want to be interrupted by other opinions. Also I thought If I 

made it alone, that the feeling of accomplishment would be greater! 

But preparation was not as easy as I thought would be. There were lots 

of troubles that I couldn’t imagine. I changed almost 5times. I was really 

afraid to show my thought to professors and team mates. They suggested 

other design, contents, thoughts and idea. I was frustrated at first to accept 

other ideas and adapt it to my PPT. But as time passed, my thoughts suddenly 

changed because once I overcame the frustrations and changed the PPT, My 

PPT was better and feed-back was much better than the previous one. So I 

asked a lot of my friends and seniors to see my PPT and gave me feed-backs. 

So I changed, changed, changed almost 5 times. Even before leaving SEOUL, 

I was in the school’s computer lab, changing my PPT contents.

After visiting the MIT and Harvard we visited Microsoft Technical Center, 

MTC. My presentation was basically on how to overcome existing thoughts 

that MS Products are too essential. So, I defied MS products as water. 

Compare to this, I also named Google as coke and showed a chart which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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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e gap in searching volume index between Microsoft and Google. Further 

more, I introduced the concept of real water and examples of EVIAN, which 

made people who didn’t want to pay for water, happily pay for the products. 

For analyzing successful factor of Evian and applying it, I got the good 

solution reflecting current MS situation. 

One solution was the strategic alliance between museum which museum 

could give MS, contents and story. 

It was very important for me to share the feeling and thoughts on my PPT. 

With some jokes and funny descriptions, I managed to complete my PPT and 

after that, Steven came to me and asked me for a handshake. At that time, 

I was so excited! And all the hardships that I faced before coming to NY 

suddenly disappeared, with filling joy in my mind.

After coming back to Korea, the contents about strategic alliance between 

Microsoft and Museum had an opportunity to be presented in “Fund-rasing for 

Art”, the clas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rt business graduate schools. I 

suggested a new way of fund-raising that could give the new resources for the 

museum by offering new platforms to the corporation. Also, I redefined art as 

a language, which could share one’s feeling with each other and as the way of 

communication which makes it much easier without using it. This presentation 

also had the sensational feed-backs from the graduates and to me, showing my 

dream in front of the graduate students including curator, reporter and painter 

was a preciou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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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rgan Stanley Presentation

The other company that I took a role was Morgan Stanley which is the 

top-tier IB in the world. Actually, 1 week before the departure, we started 

to prepare for Morgan Stanley’s PPT. We had a team of 4 members. We had 

hard time to choose the right topic but M&A was selected as the topic of our 

team. Point was that in the general M&A field, Morgan Stanley did a real 

good job last quarter. They ranked first or second at almost all times. But in 

terms of Cross border M&A, Morgan Stanley marked 5th. It still was good, 

but if Morgan Stanley had cultivated these capacity, it would have given more 

beneficiary or new growth engine for Morgan Stanley. 

I took in case study of CICC, which Morgan Stanley invested huge money 

at first but they finally succeeded to sell its share because they had trouble in 

PMI, Post Merger Integration. CICC is an abbreviation of 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oration Limited. Morgan Stanley expected main role through 

investment to CICC but It was not. It was because of different communication 

skill, working culture and leader’s persistence. By analyzing this case, we 

thought we could get the solution for M&A advisory in Morgan Stanley 

because although this firm had relatively high-accumulated M&A Advisory 

experience, they gave up on finding the solutions.

But there are not many accessible articles in English and Chinese about 

CICC&Morgan Stanley’s case. I had hard time choosing the right article about 

the view of Chinese. Translating Chinese article into English was also not an 

easy task. But through this hardship, I was able to analyzed the CICC case 

into Morgan Stanley’s future strategy on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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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 did it on the last day of our schedule. Even in the central park, 

my team and I repeatedly practicedbecause of the nervousness. Finally 

we managed to present what we prepared. It was also another type of 

achievement. It was totally diffe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Microsoft. It was 

the team work and its target was financial company. During the preparation, 

preparing both presentation was really troublesome. Sometimes, we stayed all 

night at the central computer lab in school. But it became one of the amazing, 

precious and thrilling memory of my life by the time me finished.

3. GTP NY

If I should summarize this GTP into one word, I’ll choose the word 

“Enthusiasm” without any hesitantion. The venue where we visited was filled 

with enthusiasm for each one’s dream and goal including Microsoft, BoA, 

Citibank, UBS. Especially Julie in BoAs, who is a rising star in BoA because 

her high contribution gave my team full passion for one’s work. If one has the 

enough capability to do something, the last puzzle would be the enthusiasm 

on their work. The degree of that is the last key to one’s success. For showing 

enthusiasm, basic capability is also really an important factor. So both are 

important for assertive preparation and showing one’s enthusiasm.

Before participating GTP, I actually had the internship interview at a well-

known IB. At that time, I did well, without any faults. But I failed to make it. I 

didn’t know I’d have this outcome. I just regarded this as an un-lucky incident. 

But after visiting NY, where hundreds and thousands of people try to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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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passion, the thought suddenly popped out that the reason I failed was 

because I didn’t show my enthusiasm for that internship. That is the biggest 

gain from this GTP. Having the enthusiasm and not hesitating to show it is 

the key factor of one’s success. Also, for Korean students who are reluctant to 

communicate with their professor or teacher or have a fear for showing their 

thoughts and opinion, this could be a real meaningful outcome. No fear, and 

just proceeding it would be the way.

Also, I’m really grateful for the teammates who gave me the inspiration 

and motivation and challenged me to do better works during the preparation. 

Though each one had their own different goals and dreams, the attitude and 

assertive preparation for their works was the same. Making the presentation 

material and practicing it was not an easy task and sometimes we were faced 

with big trouble but it was precious for us to share one’s passions and know-

hows. We still meet a lot, help each other’s study and share our works after 

GTP. They will be my best competitor and supporter for the rest of my life.

The experiences I had in NY is now one of the most valuable memories. 

But it isn’t just a simple memory. Though GTP is over, it still is affecting me 

greatly in terms of my life. All things including study, activities, and even 

exercises reflect the new initiative from the traces of NY. I really appreciate 

all my friends I met in NY and teammates including RA and Professor. A 

study group that read and analyze the article of economist was developed my 

teammates. We regularly met each other and shared our thoughts about current 

issues and our routine for chasing own dream. This was also really challenging 

and I could have the power and passions for the rest of the week. I specially 

thank Ju-young Son, the curator of Seoul National Univ Museum of Art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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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ve me feed backs and gave me the chances to show my contents in SNU 

Graduate school of Art business.

I would like to share my experience with other students who are really 

interested in GTP but do not know what to do. I am not a native English 

speaker, and I just came back to the school from my service in the army. I am 

just a normal student with not much of an extraordinary attributes. With my 

story, I could give them the hope of getting a chance to participate in 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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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ason for Application

GTP was the opportunity that came to me as if it was prearranged for me. 

One of my friends who’ve already participated in GTP introduced me to this 

program. I didn’t know that SNU provided this kind of program back then and 

I didn’t even consider participating in GTP.

One day in July 2011, I thought I needed to do something that can be 

memorable and helpful to me such as an internship during the summer break 

before the last term of the university begins. I visited 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website, and found out the announcement that called for applicants for 

GTP. I then thought, ‘This is it! GTP is what I am going to do this summer!’ 

It seemed to be a great opportunity for I have been interested in the finance 

industry and the country was also the USA.

A few days after I submitted the application form, I received an e-mail 

telling me that I passed the document screening test and I should come for an 

interview. Two days later, I went for the interview and received the notice that 

Global Talent Program Report
Ahn, Yoo-jin (Dept.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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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assed the interview the next day. I was really happy. 

2. Orientation and Preparation for Presentation

After passing the screening test and interview for GTP, I filled up the written 

pledge at the center and joined the program. The orientation was given nine 

times in total for about two weeks from July 18 to August 5. The orientation 

was comprised of special lectures on the investment bank by president Jae-

hong Lee of UBS Korea, a lecture on presentation technique by president 

Yoo-jeong Kim of RGB Stylist, a lecture on skills and business manner by 

researcher Danton Ford of the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special 

lecture on finding employment in New York by professor Gwang-woo Nam of 

Sogang University, and the guide on the details of PT provided by professor 

So-yeong Kim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nd professor Jun Chae of the 

Department of Business Managem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ticularly, on the last day of the orientation, we reviewed our local 

schedule and checked PT for the last time. The courses offered in 9 days 

through the orientation were quite helpful in many aspects. The only thing I 

felt the lack was that there was no time to get to know other GTP members. 

Everyone was in a rush making preparations for two weeks and there was 

absolutely no time for getting acquainted with each other. Even I barely talked 

to other members except my teammates. This wasn’t a big problem because 

we all became quite close in America but still, it could’ve been better if we 

had more opportunities to get to know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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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ientation course put the biggest emphasis on the preparation of 

research papers and the presentation. The research paper was one of the things 

that I had to start as soon as I chose a company. I had about a week of time 

and it had to be about 10 pages long written in English which wasn’t very 

easy. However, it was also something that was easily accomplished through 

team work by distributing the work. I chose Microsoft, I worked with Jae-

eun Yim (Consumer & Child Studies Major, Class of 2009) to prepare the research 

paper with the topic of “Adoption of Consumer Technologies into Workplace.” 

For the basic analysis of Microsoft as a company, I worked with Dae-chan 

Seo (Economics Major, Class of 2007) who was in a different team but also 

participated in a presentation at Microsoft.

The theme my team chose, “Adoption of Consumer Technologies into 

Workplace” was the theme requested by Microsoft. Although the theme was 

given, it was still a corporate research paper that we divided it into two large 

sections and dealt with general analysis of the company in the first half and the 

idea about theme in the second half. For Henry Schein, we prepared PT under 

the theme of “Analysis of Henry Schein’s Acquisitions in Veterinary Industry.” 

We had some difficulties in choosing the theme and had to change the theme 

only 3 days before we left for America, but the advice we could obtain from 

Microsoft became a lot of help. If some people taking GTP after me ask for 

advice, I will tell them that they should talk to the company officials and their 

professors first for they know better than anyone else than the company even 

when they are confident that they did a quite a bit of research before preparing 

PPT. Also, I will tell them that making splendid looking PPT is important but 

presenting it is also very important. You can have trouble with English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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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must be confident during the presentation. The company officials do not 

expect much from students about the contents of the presentation and this 

makes how you give the PT more important. The last advice I will give them 

is that they should prepare answers to possible questions about the points they 

wish to make in the presentation. For Microsoft, we prepared another PPT 

for answers to possible questions. Fortunately, Microsoft and Henry Schein 

did not question us much, but the companies that other members gave PT for 

really questioned a lot. They should pull out the list of possible questions and 

also prepare good answers to cope with such circumstances.

 

3. GTP USA – Local Activities

In America, we visited a total of 9 companies, 2 universities, and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n the first day, we visited IPG Photonics which 

leads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the high performance fiber laser and 

amplifier that can be applied diversely, Microsoft which is the world’s largest 

computer software company, Harvard University, and MIT. On the second day, 

we visited PricewaterhouseCoopers (PwC), world’s second largest accounting 

service firm; and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and UBS which are the 

largest banks and financial companies in America. An Alumni Night was held 

during that night. We were introduced to many alumni residing in America. 

On the third day, we visited Henry Schein, Citibank, and Goldman Sach, and 

on the last day we visited Morgan Stanley and UN Headquarters. 

The company that gave the strongest impression during loc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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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TP was the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because they had prepared 

variety of programs. The largest bank and the financial service company in 

the USA,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has clients in over 150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formed relationship with 83% of the Fortune Global 

500. It is the fifth largest company in America according to gross income, 

and the acquisition of Merrill Lynch in 2008 made the Bank of America the 

world’s largest assets management company and the major investment bank.

The corporate visit lasted for about 3 hours and was comprised of students’ 

PT, corporate introduction, and the lecture given by company officials on 

Equity Capital Markets and Corporate Banking. The two things that impressed 

me the most were the short but overwhelming lecture of the Vice President 

Julie Hong of Syndicate Desk who is a Korean American and the splendid VIP 

Room with the refreshing view of New York.

4. GTP USA – Returning Home

Global Internship Success Strategy

As I emphasized above, the purpose of GTP is to secure internship by 

directly visiting overseas companies. However, it was barely possible to 

secure the internship for many reasons, mainly because the location was in 

US, thus resulting a hardship in successfully securing the internship. 

However, one thing I would like to stress out is that nothing is impossible as 

I strongly felt it possible through GTP. One of the alumni I met at the alumni 

might had mentioned that “The chances of you finding a job in the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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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in America as a Korean may be very minimal, but it does not mean that 

it is impossible.” I hope those who prepare for GTP do their best regardless 

of where they go and which company they visit because an opportunity is an 

opportunity only when you are prepared for it.

Changes Made through GTP

First of all, I gained confidence through GTP. Particularly, the fact that I 

could give a presentation as a foreigner and a student in front of the officials 

of the world’s best companies is an enormous event in my life by itself. At 

first, I did worry and felt pressure about presenting in English in front of the 

people about their company, but I could give a successful PT after countless 

preparatio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the presentation somewhat became 

a chance to test my capacities. Also, I was able to learn and think through the 

industries and companies I fit in while researching about the company, visiting 

and listening to their stories. 

I was more interested in the finance department of regular companies than 

financial companies. Through GTP, I was able to get more clear ideas about 

my interests and career plan. Financial companies were attractive but I became 

sure that they are not tailored for me while visiting a number of financial 

companies. I was considering financial companies for my career before 

participating in GTP. However, thanks to GTP, I’m now hundred percent sure 

where I want to go. 

Future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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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ill be graduating after this semester. I am really thankful for GTP for 

helping me a great deal in setting up the direction of my career at this point. 

GTP not only helped me with my career plans but also gave me enormous 

motivations. A variety of people I met in the USA reminded me again how 

important the passion is for success. I am very sure that the precious time 

I had with GTP will continuously be a great asset for me. I am planning to 

apply for a position in a finance division of an IT company such as Microsoft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because that part of the industry seemed quite 

interesting while preparing GTP PT. GTP was a great opportunity for me even 

for the fact that I could find something fun and interesting and something I 

want to do.

Feedback

Although GTP was the best opportunity I had in my life so far, there is still 

something wanting. For that, I would like to finish with some words on the 

things that I thought would make GTP far better if they are improved. 

First, it would be much better if we are introduced to the corporate officials 

during the preparation of PT. As mentioned above, we, Microsoft Team, could 

meet the company officials only 3 days before we left for the USA, after we 

almost completed preparing the presentation. That’s the only way we would 

know whether the idea is usable or not before rounding up with preparation. 

If we could contact corporate officials from the beginning, we could have 

avoided the trouble and prepare a better presentation material. 

Next, I would like to point out about the unreasonably tight schedule. It has 

been 3 weeks since we returned from USA but I am still suffering from the f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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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hould certainly blame my bad stamina, but it also indicated that the local 

schedule was literally suicidal. I understand GTP’s intention to let students 

see as much as possible through the visits to many companies, but too many 

can be as bad as too little like the old saying. Particularly, when we visited 3 

companies in one day, students were so exhausted that they could not actively 

question and could not concentrate at all during the last visit. Students had 

to continuously prepare for PT that they sometimes lose sleep. Perhaps, it 

would be more effective if company visit could be more flexible in terms of 

scheduling and student participation. 

Regardless of above feedbacks, last summer will be remembered as one of 

the most precious moments in my life as a university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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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ing for Global Talent Program

The reason why I applied for GTP

I have no choice but to say it was fortunate to participate in GTP. This June, 

I was taking summer semester. One day, on my way to the classroom, I found 

a poster. “You can have an opportunity to visit Harvard University and M.I.T. 

and even to get an internship on Wall Street.” The poster immediately caught 

my attention.

 I took a course called ‘Money and Finance’ last spring semester from 

Professor Tack Yun. Among a number of topics dealt in the course was 2008 

Financial Meltdown. I again realized the enormous impacts of financial 

industries on people’s lives. I became very curious about the on-going 

situations on Wall Street because 2008 financial crisis also hasn’t ended. I 

could not find anything else that was a good chance for visiting Wall Street 

other than GTP this time.

 

2011 GTP US Report
Won, Hyesun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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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of selecting the final 10 students

• Filling out the Application Form

Students who want to take part in GTP have to fill out a detailed application 

form. You can download it from the web page of Career Development 

Center. It requires you to write your personal information, experience and 

activities. Besides, you have to finish three short essays; the motivation of 

applying, how you can contribute to this program and how you can develop 

your career goal with this program. Considering my case, I think the key to 

satisfactory application form is expressing your passion and sincerity without 

exaggeration.

• Interviews

If you pass the first screening stage, you have to go through group interview. 

The Interview in English! In most cases, interviews make people tremble. But 

if you calm down and deliver who you are, why you want to join this program 

to the interviewees, you will get a gratifying result.

Interviews were done by groups. 3 students made up a group. 2 professors 

interviewed a group for about 10 minutes. Questions were mainly related to 

those in the application form. 

Explore Careers

 10 participants out of 17 candidate students were selected. 10 students 

immediately started preparing for GTP. IPG Photonics, Microsoft, PwC,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Henry Schein, Citibank and Morgan Stan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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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stu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give a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members of the companies. Each student could choose one or two where he 

or she would give a presentation. I had the honor to deliver presentations 

at Citibank and Morgan Stanley. Before departing for the United States, 

participants were busy with writing resumes, learning essential business 

manners and progressing with presentations.  

• Writing Resume

Resume is one of the tools to express the interest in specific job and 

internship opportunities. The purpose is to provide a snapshot of the education 

and experiences of the candidate, giving the reader a concise picture of you. I 

recommend that you should have your resume reviewed by an advisor before 

hand it in.

The general guidelines and a number of samples are available on the 

Internet. To emphasize, I remark that you must keep your resume on one 

page. Two-page resumes are typically created by professionals with advanced 

degrees and a great deal of experience.

• Learning Business Manners

Since we were supposed to have dinner of 4-course meal with KFS, we 

were required to know the proper table manners. Not only that, we were taught 

business manners and socializing skills. If you search for table manners on 

the internet, you will find a lot of sources. Concerning business manners, the 

lecturer Danton Ford dealt with how to break the ice, what to talk about, what 

not to mention, how to finish conversation properly, etc. Regarding social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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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s, you should memorize the essential 5 Rs of socializing: Relax, remember 

names, respect others, relation building and really like people.

• Preparing presentation

I had to complete two 10~13 minutes presentation. The Citibank team was 

made up of a total 3 people, including me. The Morgan Stanley team consisted 

4 people, also including me. In both of the presentations, the team had hard 

time selecting the appropriate topic. Other team members and I were only 

undergraduates and we would give a presentation in front of people who had 

spent longer years doing the line of financial work. However, we all didn’t 

want to deliver a meaningless presentation. Everyone strenuously explored the 

financial industry, the company and the market. We got some comments back 

from two professors. And on the Citibank presentation, the team got a big help 

from the members of Citibank Korea. I am sincerely grateful to the members 

of Citibank Korea for their assistance.  

2. GTP US

The introduction of the companies: Citibank and Morgan Stanley

(Reference: the Internet homepages of the companies) 

• Citibank

Citibank has 12,000 offices in 140 countries around the globe. Citibank 

have been around for nearly two centuries and over that time, have cul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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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s largest financial services network. Citibank is built on the 

experience of 300,000 employees.

- The work environment at Citi

Citibank is a big company, but it keeps an intimate culture. Teamwork is 

valued very highly because the nature of the work often requires the input of a 

broad range of skills, but employees will also be required to use their initiative 

and show leadership.

- Appraisal system Citi has

Employees and their manager should regularly review their key job 

responsibilities, and their goals/targets for the year ahead. Their manager 

will be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objective goal setting, development 

planning and an individual formal appraisal with them at least once a year. 

This is designed to ensure that they have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ir past 

and future performance and put in place suitable plans for their learning and 

growth. It will also assist Citi in making accurate and objective assessments 

of them, particularly with regard to compensation reviews and their future 

development. Depending on the region in which they work, they may also 

receive a mid-year assessment. This will give them a chance to review 

performance and goals within a shorter time frame, which may make sure they 

are on track. In addition to this formal appraisal process, they can expect to 

receive informal feedback from their manager on a regular basis. They should 

feel free to talk to their manager at any time about their performance or any 

other aspect of their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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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ypical hours

In the industry, there are no typical business hours. If there is a tight 

deadline, then the hours can be long. However, Citi is committed to 

encouraging and enabling a positive, healthy work/life balance for all its 

employees. Citibank has developed a range of policies that Citibank puts into 

practice to support this: 

   North America : Flexible Working (flextime, job sharing, etc.), Backup 

Childcare, Maternity Leave, Community Involvement, Employee 

Discounts.

• Morgan Stanley

Morgan Stanley has a broad and diversified business. It provides institutions 

with almost every kind of financial product and service across the world’s 

major markets. Business units consist of 6 departments: Global capital 

markets, Investment banking, Investment management, research, sales & 

trading and wealth management. Those departments include tasks such as 

planning complex deals, trading on the moment-to-moment movements of the 

capital markets, and analyzing the financial needs of a company or a wealthy 

family.

In Company Management, Morgan Stanley’s business around the world is 

supported by groups and teams with a wide variety of specialized skills. They 

provide information and strategic thinking to the Management Committee; 

help to ensure the long term growth and efficient day-to-day functioning of the 

business; and serve the well-being of the shareholders, clients and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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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perations and Technology, the global infrastructure and controls for 

Morgan Stanley’s businesses around the world are provided. 

The process of Internship program

The overall processes of internship program of well-known financial 

institutions are very similar to each other. I will summarize the contents posted 

on the webpage of Citibank.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process of 

internship program or job openings of other companies as well as Citibank, 

please visit the homepage of the companies you are interested in. Applications 

must be made via the online application system.

• Citibank

Citibank runs summer internship programs at the Undergraduate and 

Graduate level. These programs run for 10-12 weeks during the summer 

vacation period. Opportunities are available across Citi.

Since Citi looks upon the summer program as the primary source for 

recruiting full-time employees, those interested in working at Citi full-time are 

strongly encouraged to apply to the Summer Internship Program. Depending 

on the performance during the program, and possibly after an assessed 

presentation at the end of the summer, there may be the opportunity for an 

intern to join the appropriate full-time program. There are no guarantees, but it 

is said that traditionally the conversion rates from summer interns to full-time 

is high.

If candidates are applying for the full time opportunities, then rele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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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experience would certainly be an advantage. For the summer internship 

program, Citibank does not expect applicants to have relevant work 

experience.

In addition to very competitive market-related salaries that are reviewed 

annually and on promotion, benefits for new Analysts/Associates can include:

   North America : Health care, Employee Assistance Program (a free 

information, support and counseling service provided to help you and your 

immediate family members deal with issues that may be affecting your health, 

family life or job performance), pension, life insurance, long and short-term 

insurance and access to further education.

• Morgan Stanley

- The recruitment process is like this.

Students should check with their career services center and student-run 

organizations for a listing of dates when Morgan Stanley representatives 

will be at their school. If they are interested in a career with Morgan Stanley, 

students should join recruiting events held on campus. Students should 

complete the online application. If students qualify for consideration, Morgan 

Stanley will contact the student to arrange an interview to discuss available 

opportunities. Morgan Stanley generally has at least two rounds of interviews. 

If Morgan Stanley doesn’t offer on-campus interviews, students of those 

schools should complete the online application for consideration.

For undergraduates, Summer Analyst Programs are also offered by Morgan 

Stanley. Summer Analyst Programs are available to undergraduate sophom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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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juniors, and serve as the pipeline into the Full-time Analyst programs.

If you visit www.morganstanley.com/about/careers/programs/summeranalyst.

html, you will find both the program overview and the program details.

What I learned, did, saw for five days

- On the first day

We spent the first and the second days in Boston. On the first day, we visited 

IPG Photonics. To my surprise, it was not quite famous, but it was strong in 

its field. Its major product is related to laser. The members of the company 

explained their product. And Min-hee Song, T.A., gave a presentation abou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afternoon, we visited Harvard University. The campus was huge and 

beautiful along with the prestige as a world-most-famous university. I had the 

fortune to enter its central library. Among 10 students, only 4 students were 

allowed to go inside the central library. After the campus tour, Dr. You Hae-

young, who graduated from SNU and got Ph.D. at Harvard, gave a lecture 

on the current fiscal crisis situation around the world. Ju-heon Song who is a 

Ph.D. candidate and M.B.A at M.I.T. also advised us on the undergraduate life 

at SNU. After two speeches were given by the two great former SNU students, 

I was inspired by them.

- On the second day

 In the morning, we visited M.I.T. The overall air of M.I.T. wa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Harvard University. The design of each building at M.I.T. 

was simple compared with the campus of Harvard University. M.I.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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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ard University had their own characteristics. I liked both of them. I saw 

the fire extinguisher, a symbol and metaphor of studying at M.I.T. and made 

up my mind to study hard when I’m back in Korea.

In the afternoon, the company tour schedule started. The first company 

students had the chance to deliver a presentation was Microsoft. Detailed 

stories at Microsoft would be dealt with by other students. 

- On the third day

We visited PwC,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and UBS. When we 

arrived at the United States, S&P downgraded the credit rating of America and 

the general stock price index plunged. Every student was concerned about the 

bad situation on the Wall Street. But the members of each company welcomed 

us, explained their recruiting schedule well and listened to the presentation 

given by SNU students.

- On the fourth day

We visited Henry Schein, Citibank, Goldman Sachs. Soo-Jin Lee, Ja-Young 

Lee and I gave a presentation at Citibank. The topic was ‘The changes in 

FCA Act and how Citibank Korea can make profits faced with Hedge Fund 

in Korea’. A number of members in Head of Asia desk, N.Y. attended, paid 

attention to our presentation and asked many sharp questions to us. It was a 

real honor to have the chance to deliver the presentation in front of them.

- On the fifth day

We visited Morgan Stanley and UN. That was the end of our 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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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It was a hectic schedule. Each team of presentation was short in 

time. I was in the Morgan team as well as in the Citi team. The Morgan team 

kept on preparing for the presentation until the very day. The topic was ‘PMI 

and the strategy to succeed in cross-border PMI’.

3. The appreciation of getting through GTP 

Some people might say that it is ‘only’ for five days. However, I realized 

that what was important was the density of the time, not the span of the 

time. I met a lot of passionate, professional people who are doing their best 

in their fields. I am now also trying to do my ‘real’ best in what I have to do 

now. From the second week of July(when I was selected) to the second week 

of August when I boarded the plane back to Seoul, physically and mentally 

everyday, every hour and every minute was stressful. In spite of the harsh 

schedule, when I look back the one month spent with GTP, I learned about the 

industry, met a lot of standout people and became friends with 9 good peers. 

Those are the things that I can’t get without GTP.

With the experience of GTP, I will keep on trying to improve myself a 

better me. 



Wall Street & IT Enterprises in USA   251

 GTP students’ reports

This report is written for the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this program 

and want to participate in next GTP. This is mainly based on my experience 

of 2011 Summer GTP US. I’d love to share my experience for publishing 

advantages of this program and for giving helpful information to next 

participants.

For general information, it is informed that 2011 Summer GTP US was 

composed of orientations for 3 weeks and field trips for a week. During 7th 

and 14th of August, members visited nine firms of financial and IT industries 

which were located in Boston and New York. Those were IPG Photonics, 

Microsoft, Henry Shein, PwC, BoA Merril Lynch, UBS, Citibank, Goldman 

Sachs, and Morgan Stanley. 

Report of 2011 Summer GTP US
Lee, Soo Jin (Economics, College of Soci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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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ation Stage

Motive 

I have noticed GTP USA by a banner. I found that this program would be 

a great chance for me because of its targeting nation and industries: USA, 

especially New York and the industries were IT and Finance. I was very 

interested in Financial industry as well as visiting USA. I rushed to the website 

of Career Development Center and started to get ready for applying. 

From some books or its name itself, I admired the Wall Street without any 

special reason. In the much same way, I also admired being an Investment 

banker. I was just becoming interested in M&A issues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academy which I did study on mergers but from the view of antitrust. 

I found that I usually focus on the expected increase in efficiency and 

social welfare which could prove the justification of the merger against the 

regulations. From this recognition, I was trying to find the right parts that 

could be really matched to my interest and finally, I was just determined to go 

into investment banking, especially corporate finance. 

It was all this background to make me eager to start my career in a foreign 

investment bank or a domestic stock company. For this point, I must say 

again, that this program was perfectly great chance for having a field trip in 

Wall Street.

 

Process

GTP applicants should go through two steps; first document and second 

interview. I am sure that for the next candidates, this part should be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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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much information.

In my personnel view, it’s hard to say the exact requirements. In this time, 

selected students had really various experience and skills. For example, some 

had been exchanged students while some had internship experiences. Others 

like me who have no experience such as above two, had learned from other 

kinds of things such as academic works, volunteering works, or club activities. 

GPA and English certificates were also considered but those would not ensure 

you to be in the program even though those could be your strengths.

My tips for a successful document is that while writing your resume, you 

should clarify your goal in specific industry and then mention your story 

which is related to the targeted career.  

In interview, as a second step, you would get two questions in english from 

three interviewer with three interviewees including yourself. First question 

was to introduce yourself to show your strength characterized from others and 

your needs for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 Second request was to talk about 

your experience specifically showing your team work. Though two professors 

as interviewers were so kind, I was really nervous to have interview in 

English.  

Opposite to my expectation, questions were only two and they were not 

hard at all. With above information, you could be fully prepared for the 

interview. 

Orientation

After selecting the participants, three weeks of orientation would be 

followed. During the orientation, participants make their own resume and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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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with attending lectures to learn various things such as socializing 

skills. For this GTP orientation, Jae Hong LEE from UBS Securities and 

Gwang woo NAM from Plus career were invited to give a lecture on career in 

investment banking in New york. There were also another special lectures on 

presentation skills, business manner and socializing skills.

What you have to keep in mind during the orientation are one-page 

resume and team presentation. Especially a resume is different from the 

Korean resume. You must prepare your resume with the appropriate formats. 

For example, you never put your photo on your resume, and don't have to 

mention your age or genger. What you have to write in your resume on your 

information in education, work experience and some extracurricular activities. 

You must write compact sentences and it would be better with specific number 

to show your accomplishments.

 In my case, I didn’t have any experience like as an intern or exchange 

student. So based on my academic activity, I wrote my interest in finance and 

economics. and spoke about my leadership and passion by telling the stories 

of volunteering and overseas research. I could find my weakness while I was 

making my resume, so I really suggest you to make you resume as soon as 

possible. It really does help you to look into yourself and let you know what 

kind of things (GPA, work experience, or activities, etc.) should be done for your 

job searching in near future.

 Considering the program’s character, team presentation could said to be 

more important than resume. Because internship program is fixed in each 

company’s annual plan , it is hard to get internship just by one visit. However, 

you could make an impression in presentation session. At that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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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s sometimes including CEO, and people in HR division attend. So 

you could present yourself to them and have their comments or discussion 

with them.  

Here's my experience. I applied for team of Citibank and also of Henry 

Schein. Some team got their topic suggested by the firm, and others decided 

the subject by themselves. In my case, Citi wanted the subject related to 

‘Securities and Fund Services.’ Henry Schein gave possible four topics in 

quite concrete form. The first suggestion was to research on FX or interest 

hedging strategies of Henry Schein. And the second was topic about 

commodity hedging of its competitors. Third subject was recent acquisition of 

this firm. The last one was proposition to possible firm or country that Henry 

Schein could merger or enter in. Presenters were recommended to choose one 

among them.

Team would be organized with one to four members, and usually one team 

would cover one firm. But there could be an exception just like this time 

which were two teams for Microsoft. Preparing presentation was really hard, 

especially for me. It was stresseful to make a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group 

who got through the subject. So I really got much help from professors and 

people in business. Citi team visited in Citi Korea, and we aere able to make a 

great improvement on the presentation Thanks to the people there. 

As learning by trial and error, the topic of Citi team was set ‘Possible 

Oportunities for Citi Along with the FCA Change in Korea’, that of Henry 

Schein team was ‘Analysis on Henry Schein's acquisition in veterinary 

industry’. Citi team including three members decided to discuss about after-

situation of the FCA change. What we wanted to propose was th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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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that Citi Korea could take in new emerging hedge fund market. 

So we first introduced the change in financial law and all the possible 

opportunities for Citi; Prime broker, Fund administrator, Custodian, etc. And 

then focusing on Fund administrator and Custodian, we presented the expected 

size of market, Citi’s profit, and possible competitors.

Henry Schein Team had even more difficult time studying on the veterinary 

industry which was really unfamiliar for all members. My team first chose 

the recent acquisition of Butler and researched on the process and effect of 

that. And then we compared Henry Schein’s acquisition to its two biggest 

 Henry Schein Team with a local employee.

Citi team and prof. Jeon with Citi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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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ors. Based on the knowledge of Korean distribution market system, 

we tried to understand American system. Also with suggestion from people in 

this business, we were able to improve contents even until the last minute.

3 weeks of the orientation session, it could be a rather tight schedule for 

preparing resume, presentation and required information. You even have to 

learn socializing skills and business manner, as well as looking for a proper 

suit to wear. Through this course, finally I could  approach financial career in 

concrete way. I did learn lots of things from very minor thing like ‘thank you 

letter’ to ‘culture of Wall Street’. 

2. Real Game in US

Participating Companies 

Citibank is doing its business in commercial banking also in Korea by 

Citi Korea. Citibank is of Citigroup which has maintained its reputation in 

financial service since 1812. With more than one hundred overseas branches, 

Citiban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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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any is providing its service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credit 

card, exchange, wealth management, industrial banking, and etc. Also in my 

presentation session there were lots of people from various division.

Henry Schein Inc. is the company of medical distribution. It is one of 

Fortune 500 company and it is also in NASDAQ 100 index. Henry Schein is 

doing its business in Dental, Medical, International, Technology, Veterinary 

section and it entered more than two hundreds of overseas markets. 

There were also IPG Photonics, Microsoft in IT industry and PwC, BoA 

Merril Lynch, UBS,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in financial industry. I 

was really impressed by BoA Merril Lynch and Goldman Sachs. During the 

visit in BoA I could see what is Chinese Wall. And the top floor of the BoA 

was amazing with great view. Even the culture of the company was so warm 

Henry Shcein people at presentation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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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 wish someday I could work there. 

The building of Goldman Sachs represents it confidence of the best bank. It 

was actually gorgeous with every facilities including the health center, gym, 

art center, and etc. Also I couldn’t forget the people I met there. About seven 

Korean workers were invited at the reception, and there were the first Koreans 

in Goldman Sachs, and man once invited by Korean government to solve 

national problem of the IMF crisis. 

BoA Merril Lynch. 

With Korean people in Goldman S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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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ship

I could get the information on USA internship by orientation and meetings 

with HR people. First of all to Korean, it is really important to get Visa for 

internship. I never thought about it, but finally I realized that without having 

done visa affairs, I could do nothing. So I emphasize this as a real problem.

For working in USA, visa must be identified. F-1 visa which is given to 

students in language institute or university is possible for short term summer 

internship; But if you were not an exchanged student or an international 

student, you must get J-1 visa which is very known as internship visa. But the 

problem is that cost and time the company hiring you has to pay is too much. 

The process of the internship would be different in each firm. So you have 

to check the information of your wish-listed company. You could get some 

information on internship through its website. Most companies have career 

section on their site, and you could get information of the process. 

Special lecture and meetings

From this experience, what I really gained was that I could meet great 

alumni and Koreans. They willingly spent time with students, and gave 

counsel to us. I was really proud of them and they made me feel great being a 

Korean, and even a SNU student.

First in Boston, I met a alumni named HY YOU in Harvard. I was so 

impressed with her lecture which was on political economy. Even I have never 

interested in that subject and neither taken any classes before, but through her 

lecture I could recognize how important the subject is for explaining financial 

crisis and americ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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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I really liked dinner provided by an alumni association in New York. 

Even though they were all from SNU but they were working in very various 

places. One was artist, and the others were bankers of Morgan Stanley and of 

Citi. There was even accountant doing his business in Korea as well as in New 

York. 

By listening to their experience through life time, it was not only so helpful 

but also interesting. They even wanted to give me career counseling, and I 

could make my goal more concrete thanks to the conversation. They were 

all very interested in this program, and luckily for me, a banker from Citi 

gave some advice for presenters before the d-day. I fully appreciated in their 

welcoming and kindness. And for me, the dinner was absolutely one of the 

best moments during GTP. 

Dr. You giving a lecture.

Dinner with an alumni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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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pilogue

Success strategies for global internship

Internship is one of the preferred experiences by the company. And I’m sure 

that it is helpful not only for getting a job, but also for finding for yourself 

whether the job is a real fit for you or not. 

So first of all, make a decision in what kind of industries you want to 

work and in what kind of things you want to deal with. And then try to find 

right position in internship, and get some information. You could search in 

company’s website, or you could be heard from the seniors in the industry. 

Make your resume, and sometimes cover letter, and be aggressive for gaining 

what you want. 

Go for it, but spend enough time for choosing your first career. I believe 

that the experience would effect your rest of career path even though it is just 

an intern. 

Lessons from the program

From this program, I really learned a lot and it did encourage me to put 

myself forth. With passionate people, I could accomplish more than usual. 

And I could concrete my goal during the field trip in Wall Street because many 

bankers there did give some helpful tips for starting career and shared their 

past experience. Also it was really exciting to imagine myself working there 

in near future. This experience actually forced me to move who was stuck in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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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ambitious and being passionate, those were great lessons from the 

program. And with those, I was really happy to meet many great Koreans and 

alumni also. They gave me counsel even after the program, so I always thank 

them for arranging program and meeting. I hope lots of student would join 

GTP and could experience those amazing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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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getting back from France, where I did my exchange period, career, 

or, to say, future has become the most significant point of my life. Though I 

finished my 5th semester earlier than most of my classmates, I could not get 

rid of the anxiety about getting a job after my graduation. I spent the whole 

summer trying to get an internship, followed by several interviews, though, 

without any luck of finding a job I wanted. I was getting more nervous and 

also, more confused. In the meantime, a notice about Global Talent Program, 

which I had been quite interested in for a while, came up and said that they 

are going to visit New York City and several banks and financial firms this 

summer. Briefly, I applied from curiosity about the world of finance and 

corporation. Spoiler alert, it was a good decision to apply for this program 

regarding this curiosity.

A few days later, I got an e-mail telling me to come have an interview at the 

center. I was actually wearing denim shorts and a t-shirt when I first got to the 

center, but all the other applicants were fancied up with suits and dresses as 

if they were doing an actual job interview. Embarrassed, I went back home, 

GTP Individual Report
Lee, Ja Young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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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d and then got back to the center again. Fortunately, I got there in 

time for my turn. Interviewers were Professor Kim from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s and a foreign professor. We were respectively asked to 

introduce ourselves and to answer several questions like what we think is the 

most important trait when working as a team or in a team, provided with some 

personal experiences as examples. 

10 final participants were selected after all these procedures. Except for 

the first orientation session, I could not attend the preparing sessions because 

I was taking 3 courses for the summer semester. Though I do not have any 

regret not attending those sessions, except for the fact that I got to know 

everyone a little bit later than others. I went to the only session I really wanted 

to learn from, which was arranged by RGB Stylist, regarding the presentation 

skills. With a slight symptom of stage freight and without any knowledge 

on preparing visual aids for presentation, I have been eager to learn how to 

be a good presenter in terms of materials and attitude when presenting. The 

RGB session was worth skipping classes, providing me a bunch of useful 

information on presentations.

The part all the participants cared about and invested in the most was the 

time preparing for their team’s presentations. I was in a team with Hye-sun 

and Su-jin, all of whom volunteered to present at the headquarter of Citibank 

in New York. We began with doing a general research on Citibank itself. Then 

each of us prepared several possible subjects, followed by brainstorming on 

an internet messenger. After two days of brainstorming, we came up with the 

topic of “Strategy of Citi to expand its market to Asian finance market by 

SWOT anaylysis”. While preparing, there were some skeptical view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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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saying that it might be too safe and common, lacking creativity. Though, 

we had to try as hard as possible to finalize this preparation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having no other choice but to attempt to finish this with some 

logicality. 

 Sadly, after one meeting with professor Chae and the head of the center, 

we were strongly advised to change the topic. We needed something Korean, 

something specific and specialized and also something more productive, not 

just laying out some lame and evident facts. The issue of “Korean Fund” 

came up. With this as a clue, we prepared two suggestions; possible business 

strategy along with the recent trend in Korea with the revision of FCA,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and some financial products we 

can create, like the pension fund which represented the Korean financial 

mood at most. In the end, we came to a conclusion of the former topic, for 

the fact that the FCA reform, announced in 26th of July, was relatively the 

most nearest change occurring in Korean financial market. We were going to 

suggest that Citibank needs to enter the “Prime Brokerage” market and the 

Korean hedge fund market in relation to the FCA reform. 

Two days later we had a flattering chance to get advised by some seniors 

who actually worked for Citibank Seoul branch, more exactly, for Securities 

department. At the office of Citibank Korea visited with a throbbing heart 

with the expectation to meet the experts of the market, once again, we faced 

a challenge to change the topic. Citibank Korea did not serve that much as 

an investment bank, unexpectedly. Fortunately and gratefully, they pondered 

over the issue with us and due to their expertise experiences and knowledge, 

we found a satisfying direction of our presentation. Finally, a real final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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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our topic was ‘Possible Business Strategies of Citibank Along with 

the FCA Refor in Korea’, proposing that Citibank has to take the role of a 

successful FA, fund administrations, and Custodian company in Korean hedge 

fund market, exploiting its networking ability ranging all around the globe. 

In addition to introducing Korean FCA reform, a proposal considerably close 

to the actual market activity satisfied us. Also it really was specific to Korea, 

meeting the orders from professor Chae and the head of the center, something 

Korean and something people in charge can feel interested and tempted. 

USA, finally. The trip began with a visit to IPG Photonics, a laser-

manufacturing company. Personally, I felt that this visit was not that related to 

the goal of the program or either to the objective of the students participating 

in it. It was evident that I learned a lot more about the laser industry and 

the 30-minute talk with the vice president of finance department was quite 

instructive in terms of realizing the motivation and preparing the right 

attitude and mindset when visiting companies. Though, it seemed like IPG 

side also perceived that our objective was a bit out of joint, which made me 

uncomfortable. 

Then, followed the visits and meetings with alumni who were studying at 

Harvard and Massachusettes Institute of Technology. I could enjoy the most 

wonderful Boston sky of summer as much as I could on the way to Harvard. 

Upon arrival, we met an alumnae doing a doctoral course in politics. She 

showed us around the campus, including the well-known Harvard main library 

and the “Justice” chapel. Later we had a chance to listen to her lecturing about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relation to politics of the United States. Another 

alumna told us all about his footage and several options we can take when 



268   2011 Summer Global Talent Program

it comes to a career path and studying abroad. Named a bit gigantically as a 

seminar, it was a great chance to share personal experiences and knowledge of 

them in a bit lighter mood and our opinion as well. 

Visit to MIT went similarly. Frankly, the visits to Harvard and MIT were 

not the most exciting visits according to what I had expected. Though, 

surprisingly they came to me as an incredible motivation for seeking more 

future possibilities. We could not spot students working diligently as the 

trip was planned during the summer break, but clearly there was a feeling of 

admiration looking at all those grand buildings of the sanctuaries of academia. 

Visiting Microsoft’s technology center in Boston on the second day was 

quite impressive. Not for its outstanding interiors designed for the purpose of 

communicating with clients and securing the confidentiality of their business, 

But mainly for the presentations of 2 teams who presented their creative and 

young idea enthusiastically and freshly in front of people from Microsoft. This 

was not only the case for the Microsoft teams. Opposed to my presentation 

which was strict and rigid both for the contents and the form focused on the 

people from finance divisions, their presentations were original and young, 

even logical as well, which astounded me the most. Throughout the trip, I 

could learn a lot from grown-ups who already achieved something in their 

own fields. Nevertheless, I learned more from the students who were in this 

program together. Their innate or achieved talent of calmness, wittiness, 

complacency and knowledge, all of those astonished me and motivated me 

more than anything during the trip. One of the objectives of the program was 

to advertise that the student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ere talented 

enough to work for the companies and banks in New York. I am not sure i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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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successfully shown to the people there, but it sure did to me. 

On the third day, we went to PwC. It was a normal and formal visit 

and nothing that impressive happened. But after that, several hours at the 

Bank of America Merril Lynch was a marvelous chance of motivation. The 

presentation of students was absolutely informative. Though, the reaction 

shown by the people for BOA after the presentation was a bit indifferent and 

cynical. Questions asked were surprisingly keen and down-to-earth, which 

were enough to make me realized a bit what it is like to be in a real investment 

bank. 

The person who welcomed us really seemed like he wanted us to learn 

a lot about the investment bank and the market. Also to hear a lot of life 

experience told by Korean-American or Korean workers at BOA. He 

introduced his Korean-American colleague, Julie Hong, to us and she was 

one of the best people I had ever met. While panting from running all the way 

to the conference room we were at, she did not even stop talking about how 

passionate she is about her work and the banking world. She described her 

career path until then, like she desperately wanted to get into the banking field, 

hence she started looking for any job she can find from her freshman year, 

not reluctant to do trivial works like serving coffee or copying documents 

with the only goal of working with bankers. No one even asked a question 

yet, but her story and her enthusiasm itself were greatly motivating, even 

touching. I could not stop looking at her, with my heart pounding with some 

unknown excitement. Being an Asian and a female, it must have not been that 

easy to achieve what she had then. Her passion and energy explained all these 

skeptical questions. None of the people I had met before, including a bunc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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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ous people, so-called successful people, motivated me the way she did. It 

may seem like I am exaggerating a bit. You have to have been there. The visit 

to BOA could have ended up with an impression of “so-so”, but Julie Hong 

sure made this experience unforgettably impressive.

On Wednesday night, we had dinner with alumni from the New Yore alumni 

committee. It was the most comfortable and friendly meal we had with other 

people during the trip. I am usually opposed to relationship based on the 

same school or the same regional background, but being abroad, the school 

and Korean background did aroused some friendliness and bond. Thanks to 

all of them for showing a lot of interest and giving us numerous advices on 

career and life. The one thing made me a bit more nervous was that there 

was a senior who worked at Citibank and was planning to join our presenting 

session. 

I had not been nervous at all throughout the whole trip. But Thursday came 

and I was feeling stressed and anxious about the presentation we were going to 

have that afternoon at Citibank New York. Before that, we had a great meeting 

with people at Henry Schein, a medical manufacturing company, interested 

to give as an internship. Nonetheless the firm was located in Long Island and 

the pay was not enough to live off with, which made me not to apply for the 

position. But still, the people there were friendly and the job itself contained 

various opportunities to develop oneself depending on how one does the job. 

2 hours before the presentation in Citibank, I was a bit in panic due to 

the pressure of not losing face, not necessarily mine, but all the people from 

Citibank Korea who helped us and also the senior we met last night. I honestly 

could not and did not think of the possible intern offer either from Citi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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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or Korea. I just felt I needed to do my best for moral responsibility. 

Citi New York had various people from various departments, including 

Korean, Korean-american and not-Korean people. I began with saying hi, 

introducing my team and asking whether anyone was familiar with the FCA 

reform in Korea, at which only one person showed his hand. FCA reform 

was recently announced by FSC,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of Korea 

and there would be a lot of changes to come both in terms of regulations and 

market movements, because it was only announced, not yet legitimated. I 

was responsible for the part explaining the regulatory changes, including the 

short-sale deregulation which was prohibited formerly. Short-sale was not an 

issue we were focusing on, so I did not really study deeply about it and this 

came to be a problem later on, at the Q&A session. Anyway, I covered several 

issues like the fact that the allowable size of leverage will be increased from 

300% to 400%, the requirement of investing more than 50% of the fund asset 

in restructuring firms will be eliminated and, as a result, the range of possible 

investors to engage in Korean hedge funds will be broadened, even possibly 

to retail investors, not only professional or eligible investors which included 

only a few financial institutions and asset management companies. Mainly, 

the issue I was planning to cover was the condition of possible prime broker 

to have at least 3 billion of equity. This has been the biggest issue and concern 

for both foreign and domestic banks to enter the Korean hedge fund market. 

Foreign IBs are either not going to enter the market as a prime broker until 

it opens up to retail investors, like JP morgan chase, or trying to launch joint 

ventures with domestic bank or securities firms to qualify, like Hana Bank 

and UBS. None of the local firms qualify for this 3 billion equit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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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most of them are planning to raise funds, by at least 10%, which will 

incur some further problems in the market. As mentioned previously when 

discussing the preparation for the presentation, Citi Korea already has a strong 

prime brokerage business in New York it does not necessarily need to launch 

another business in small Korean market. In addition, the 3-billion- equity 

condition only applies for Korean or Seoul branches of global IBs, making the 

global IBs difficult to qualify for this, while the FCA itself, at the first place, 

aims for growth of Korean Goldman Sachs, making global IBs reluctant to 

engage in the prime brokerage market. Thus, we suggested Custodian and FA 

services in Korean hedge fund market, instead of prime brokerage. 

Being so nervous, I did not really feel whether I did well on the 

presentation, but after the people from Citi showed so much interest on our 

presentation at the Q&A session and small talks later on, I felt that we did 

quite an impressive job. They were really interested in what was going on in 

Korea, even more than us, supposedly. 

It is a bit hard to remember all those questions after all these time passed, 

though it is evident that we could learn a lot from answering to the questions 

they asked. We could see how people who are really working for the market 

think about or see Korean market and furthermore, how they feel about market 

regulations and situations of Korea. The time I spent at Citi New York Office 

was invaluable, friendly and instructive. In fact, this made me sincerely eager 

to work for Citigroup someday in the future.

The biggest thing I gained through GTP was experience. I could have never 

learn and hear so many great stories or realistic view on financial markets, if 

it was not for GTP this time. I also got a little bit more courageous in selling 



Wall Street & IT Enterprises in USA   273

 GTP students’ reports

myself to “big” people from “big” companies in New York, not feeling 

intimidated and timid. 

Unfortunately, I could not find an internship position in New York or 

Boston. Though after the participation in GTP, I did not apply for all the jobs I 

can find anymore. Instead, I consider what I want to do in the future and what 

I can do. I am currently working as an intern at a French investment bank, for 

FX and Fixed income trading department. Though, this is not the final career 

path I chose. GTP opened up my view and mindset when facing job searching 

and career planning, so there still can be a lot of possibilities and opportunities 

to come in the future. GTP New York has been the first step of my social life 

and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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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ation for GTP America

My motivation to apply GTP America

I can’t say I’ve been always interested in GTP. Actually I came to know 

about this program from one of my friends in my club. She was selected for 

GTP Hongkong and I decided to apply that later. In late June, I wanted to 

do something special for summer vacation and by the merest chance I saw 

a banner showing GTP America. The target industry of GTP this time was 

IT and finance field which were close to my interest. I’ve wanted to know 

what IT companies actually do and there’s anything I can do with my major 

knowledge. So, if I could be one of the GTPers, I thought it would be a great 

chance to determine my career path. Plus, one of my goals in college days was 

to go abroad as much as I can to experience more. New York was, as pretty 

much same to most people, the city I’ve dreamed of. It would go for the effect 

of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These are the reason why I applied for the 

GTP America.

2011 GTP US Report
Lim, Jae-Eun (Consume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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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Process

I was a little surprised after downloading application because it should 

be written in English. It was not that hard than I expected, however, since it 

mostly consisted of 3 essay questions except personal information. 3 questions 

were like this; why I apply for GTP America, why I should be selected, and 

how I can commit to GTP. In my case, the 3rd was difficult most. I thought 

basic understanding about the program was needed for the 1st question and for 

the 2nd one, all I need to write was talking about me. But I was not sure what 

to write for the last question. One of reasons I was confused for the question 

might result from little consideration for my possible commitment for GTP.

I choose my strategy for the application which was to concentrate on IT 

business only rather than to talk about both IT and finance. Since I didn’t 

know much about finance industry, it would only distract my point. To answer 

why I applied for the GTP, my interest and related activities outside of school 

were written. For the 2nd question, I replied with my characteristics and 

tendency to use and apply my academic background, Consumer Science and 

Communication as my minor, for IT business. For the last question, I claimed 

that human resource pool would be more diverse if SNU career development 

center had students with other major unlike engineering for IT business. As I 

remember, it took 2 days to write and review.

I was admitted to get an interview and arrived the SNU Career Development 

Center building at 9 a.m. on 6th July. Before the interview, I had asked my 

friends about it and they told me memorize what I wrote and that would be 

all. So I thought my interview wasa a light one and just wore black dress and 

white sneakers. That’s why I was shocked seeing others in suits.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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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it now, you don’t have to wear suit; just wear decently. Interviewers 

were 2 Korean professors and one foreign professor and as I heard all the 

interview questions were normal. It lasted 10 minutes for one interview with 

3 applicants, which means approximately 3 minutes was assigned to each 

applicant. I’m getting-less-nervous type of person but 3 minutes was too short 

to release myself and feel free to talk. 

If someone who read this is like me, I think it’s better to prepare self-

introduction in English to get less nervous. Also, even though your English is 

good, I suggest to practice speaking in English before the interview since you 

can feel awkward.

Prior Education

Prior Education was started on 18th July with an Orientation. Every Monday, 

Wednesday and Friday 4 p.m. to 6 p.m. was for the education process so that 

it was easy to deal with my personal schedule. Except 27th with heavy rain, I 

attended every class because what I learned was new and far from boring.

At the orientation, teams and team mates were decided. I choose Microsoft 

which leaded to get my precious team mate Yujin An. For team-working, I 

think good team mates already determine whether the work will be successful 

or not. This time I was absolutely lucky to have Yujin as my team mate. Other 

teams for not-determined-firms were made later. If the list of companies to 

prepare PT had been made earlier, the whole process after must have been 

easier than it was.

The prior education had two major flow; one to take class from renowned 

people about how things were going on outside of school, one to pre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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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s for each team. For the first flow, there were OT, class from 

Jae-Hong Lee, the CEO of UBS, presentation skill class, socializing skill & 

business manner class and more. I liked the socializing skill class of Danton 

Ford the most. All students were required to read a book written by Jung Hee 

Lee and it was about the life of those who work in New York. Even though 

it’s good one, the contents were too much for mere students because most of 

the book talked about specific skills to know after I got a job in New York 

including table manner, menu to choose written in French or Italian and so 

on. This kind of information made me nervous more, thinking I couldn’t do 

anything right. Mr. Ford’s class was the best solution for my concern. Unlike 

expected, he said socializing can be successful only when I am truly me, not 

someone behind masks. To be honest, I’ve felt lots of people change their tone 

and color when speaking in English and I don’t want to be like them. So it 

made me to be sure that I don’t have to change myself to get closer.

The second flow was made up of interviews with professors and rehearsal. 

It’s hard to say which was memorable and which was not because every 

single stage to get prepared was difficult. With this chance, I want to thank 

Yujin, my teammate, again for the great team work. It must have been 

nightmare if I had had trouble in my team. The whole process can be divided 

into 4 part; research paper for companies, deciding theme, making draft 

for presentation, and presentation rehearsal. I used the book “How to work 

in New York” research paper part as text book and referred to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and 10-k report of Microsoft. For the theme, we 

narrowed down for the specific one from broad one, the adoption of consumer 

technology in workplace. I thought it would be easy because of my major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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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long I came to notice that consumer and consumer technology were 

different concepts. That difference made me get direction of my presentation. 

Fortunately, however, my team shared similar ideas, structure, and more had 

system working 24 hours since we had the opposite life style. I am still proud 

of our fulfillment in 3 days before the flight, when we changed everything 

from concepts to strategy.

2. GTP America in the U.S.

Introduction of companies

We had visited 9 companies; IPG Photonics and Microsoft Technology 

center in Boston, PwC, BoA Merrillynch, UBS, Henry Schein, Citibank, 

Goldman Saches, and Morgan Stanley in New York. I’m going to concentrate 

on Microsoft Technology center and other companies will be mentioned about 

main business, targeting and atmosphere briefly.

Microsoft was established in 1975 and it has provided Window series, 

the prominent OS for almost every PC in the world and other software for 

personal and official work. Recently, Microsoft has expanded its business field 

to handheld devices like smartphones. Technology center of MS takes charge 

of technological business in the U.S. but the original service is to provide 

customized solution with technology they have. Including database for each 

companies and multimedia technology, MTC actualizes demands of client. Its 

atmosphere was warmer and more friendly than expected. Mr. Sven Ingrad, 

introduced as a Director of MTC, was very kind to everyone there; who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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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met, he said hello and asked after him or her. I thought IT companies 

couldn’t have good grades in atmosphere. Rather I expected it as cold and 

goal-oriented. For this reason, MTC inspired me with its air. Furthermore, 

I’d say its working system was wonderful to get the best solution binding 

technicians, salesmen and client together. Studying consumer science, I want 

to build efficient and organic structure for IT business if I have a chance to 

work there. So MTC style will remain as prototype of my idea.

Other IT company was IPG Photonics in Boston. It was in the suburban 

of Boston and all people there were decent so that I remember IPG as a calm 

company. IPG Photonics specializes in razor processing material, which 

leads its targeting focused to producers not consumers. The man introducing 

the company said it had distinct technologies more developed than that of 

competitors.

The second group is consulting firms. Firstly, PwC is the 2nd biggest 

accounting consulting firms after Deloite. In Korea, it’s famous as Samil PwC 

Advisory and the main client is companies from small to big one. I think PwC 

pursues diversity in business field and its personnel and likes students. This 

was similar to Henry Schein. Henry Schein in Long island distributes medical 

product and services to office-based practitioners, which means it treats 

every stage when they work considering office structure or characteristic of 

occupations. This kind of business was interesting to me.

The third group was banks covering broad financial services. BoA provides 

broad services from standard accounting to tax management for a customer 

or company. I don’t think it’s warm like other firms; much colder than other 

banks like Citi. For Citibank, it’s a consumer finance company and well 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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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Koreans also. After visit, I came to know Citi was soft and kind. People in 

the bank showed interest and enthusiasm when the Citi team had presented 

their ideas, asked valuable questions and were kind after the presentation.

The fourth group was IB. UBS is renowned IB from Swiss. I had had no 

idea about what was investment banking before I visited UBS. In UBS, I got 

kind explanation about IB and how things are going to happen after getting 

a job there. There were 5 analysts and 2 executives to answer our questions. 

It was interesting to know that IB is more than sensitive to newest trends 

discovered from consumers. And for inside of the company, I guess it has 

very fair and even relationship which lets achievement no matter what race or 

background you have. Goldman Sachs is an IB-specialized corporation with 

companies of certain size as client. Even though it treats international IB, 

securities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I thought Goldman Sachs had tried to 

have soft images which are usually far from common financial corporations. 

The building was like a museum with lots of master pieces and wall paintings. 

Still, I could feel working there was harsh by seeing faces of people there. 

Last but not least, Morgan Stanley is an investment bank and global financial 

corporation. Main target is broad including companies, governments, other 

financial agencies and personal investors. It was as busy and cold as others 

like Goldman Sachs or UBS.

Recruitment for Internships

Every company me visited this time explained its internship recruitment 

process but the same information can be found on its own web site. So, I’m 

going to write what I heard in MTC where I had my presentation comp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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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on the web site. About other companies’ internships will be briefly 

commented mainly based on common features.

Let’s begin with Microsoft internship. Mr. Ingrad answered about the 

internship when we visited MTC, saying HR team of the head office selects 

who to work as an intern and sends them to offices. On the web site called 

Microsoft University Careers, you should choose your department among 

Technical, Business and MBA internship. I think this is for providing 

appropriate information with personal interest. Technical internship consists 

of software development, hardware development, user experience, IT& 

operations, game design, content publishing. Business internship has finance, 

human resources, legal, marketing, sales and MBA internship has the same 

segmentation except operations & project management instead of legal part. 

Basically, there are 2 ways to apply for internships; college recruiting and 

personal apply. 2 departments except Technical internship have personnel in 

charge of each university in the U.S. In that way, students can send e-mail 

to appeal cover letters and resume. Microsoft has no specific period of time 

to apply for interns so that if you are interested in internship there, you just 

prepare your resume and cover letter and send.

For the qualifications, firstly, you have to major in what is related to the 

field and have a prior internship experience more than 1 year. Experien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qualifications in Korea too, but it’s crucial to work 

in the American society. It’s hard to know about the salary; I guess it depends 

on departments or team.

Lots of corporations have a designated period to apply for internship and 

process is set. I think UBS has one of the most systematic processes to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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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ship. Like any other global firms, it has offices all around the world, 

which means each office has different due-dates. For Asian-Pacific region, 

applicants should apply until the late November; this year 25th November. You 

have to pass a test made by UBS and excellent applicants will get interviews.

During the firm visit in Boston and New York, it was great to know that they 

don’t care much about the major than expected. Of course, it’s good to have 

basic accounting knowledge or certificates possible to work in accounting 

consulting firms, for example. Without related major, however, you still can 

work there. People I met in UBS or Goldman Sachs had majored in history or 

art but they said there’s not much barrier to work there because of their major. 

They said if you have researched hard on the companies you want to work 

and have accumulated knowledge, internships are still possible options to you. 

One of the executives I met in BoA, Julie, told us that she read every article 

about finance in Economist and other economic newspaper to get prepared 

for her interview 3 weeks after. She said it relieved her to help get the best 

result. From those things, I felt that showing interest about the company is a 

wonderful skill to get internships and jobs.

Special meeting in Boston & New York

There had been so many great opportunities that inspired me. If I have to 

pick just one experience, I want to talk about the SNU reunion in New York. 

It was great to see and talk to people who once went to SNU like me and 

now worked financial business in New York. It could have been awkward 

to have a chat since I don’t know much about the finance if they had not 

answered kindly and acted friendly. Though SNU has recently focu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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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eader’, I couldn’t be sure what was global leader and how I could 

be one. After I met alumni in New York, I think I did catch the concept of 

global leader. In my opinion, a global leader does not mean mere the rich or 

influential celebrity. Rather, global leaders are those who can expand their 

range to live and work into the world. They can hesitate and be afraid of go 

outside of the well, of course, but still they know they have potential and 

ability to do this and actually achieve what they can do. Dr. Ryu Hye-young 

in Harvard said students in SNU had the same possibility as Harvard students 

had and we needed to remember that. So I want me and people who would 

read this to be proud of SNU and think bigger. That’s why I to share this 

experience through this report.

3. After GTP US

Strategy for Internship Acquisition

I cannot be sure whether it’s okay to talk about the strategy for global 

internship because I haven’t done any internship. But as a participant in GTP 

America, I want to share my thoughts with students who want to do this.

First of all, language is the most basic weapon to expect and difficult 

problem to solve. Most students in Korea, a country where English is not the 

main language, have problem with English. When I said English, it means 

ability to speak in English over certain level to understand professional 

business. When you start to work in the U.S., people will not treat you as a 

foreigner; you’re expected as a professional expected to understand mos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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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hey’re talking about. I had embarrassing moments many times in the 

U.S. I could communicate with Americans in daily lives but it was completely 

different and hard to understand English in firms. Core and frequently used 

words in financial fields were unfamiliar to me so that keeping up with 

the flow of dialogue was much harder than ‘soft’ talk. If you want to get 

internship, badly appeal yourself to executives in firms visit, I suggest you to 

handle language problem by studying about the companies in English

Also, it is better to research about the company you’re interested in. During 

the prior education, I realized how important the research paper of my own 

is to build up ideas. I had limited time to do research so that my team only 

focused on Microsoft when making the paper. But if you want to participate 

in GTP or prepare to get jobs, make research papers categorizing the business 

types. For example, if I had had more time to prepare, I would have searched 

on other IT corporations like Apple and Google. In IB case, Goldman Sachs 

and UBS can be included. With the result, you can decide which strategy 

you’ll take for the interview or what to write in your cover letter to appeal 

yourself more efficiently.

What has been changed

After the GTP, I’ve changed my mind for my possibility. It was bigger 

than I thought but also, smaller than I expected, too. First of all, I realized 

that I could do more than I imagined. Until then, I restricted myself and my 

potential with my major, race, culture, gender and others. I think many people 

would think like me. But it was wrong because I could see a wide range of 

things I can do in the U.S. Recently I’ve heard that ‘integration’ has be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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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values companies pursue. Firms I visited really took ‘integration’ as 

one of their rules and that’s why variety of backgrounds inside of a company 

has risen. So, now I have more confidence about me.

Also I had to admit that I overestimated myself after seeing all the great 

people in prominent firms. I have studied languages because I liked to study 

them and I’ve felt I am good at those, especially in English. But during 7 days 

in the U.S., I frequently had problems to express my idea. Furthermore people 

who use English as their mother tongue studied other languages like Japanese 

or Chinese, which ringed a bell to me. That’s why I came to think differently 

about my current state. As always, it was not an enjoyable experience seeing 

the truth about myself. But I want to thank this opportunity to know my 

strength and weakness before it’s too late. These are the two things which 

have changed after I participated in GTP.

Plan for the next step

To become a better person, I have set my plan for several months and 

thought about my career path. First of all, it’s great time to study languages so 

that I’m going to concentrate on more for my English and Chinese. There are 

tons of resources to study them like drama, novels or magazines. At this time, 

one of the goals is to get variety in my vocabulary. I don’t know how to say 

my idea about finance or law, for example. So with commitment to be fluent, I 

will try to study various words to use in real life.

Secondly, I’ve felt that my knowledge about my major is still too shallow. 

My major, consumer science, is not that familiar with people because it’s been 

developed recently. Every time people asked me to explain about my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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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hard to find the core concept of consumer science or any connection with 

field people knew better. I like to study this and want to apply this to other 

fields which were not tried before. From this experience, I’m going to read as 

many articles and books as possible to know better about my major.

Additionally, I’ll write about things which should be improved for the 

GTP itself. The whole process was too short to do 2 things, prior education 

and preparation for the presentation. 3 weeks were not enough to set our 

presentation, actually. So if possible, I ask SNU Career Development Center 

to make the period longer for the quality of presentation and for more 

convenience for students. Plus preparation schedule was distracted rather than 

systematic. If you can make list of firms where students will have presentation 

and set the schedule more efficiently, it would help a lot. In this GTP, students 

had hard time to get prepared because the phase to get consultation from 

experts was after the phase to rehearsal final version of presentation. After 

talking with experts, all students had to change tons of things from idea to 

specific strategy even after they had prepared final presentations. I firmly 

reguest the center to consider this aspect for the next G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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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ing for GTP program

Why apply for GTP / Application process

I heard that GTP 2011 Summer is going to held in US, Wall street. Since I 

have been interested in building career in finance, I was eager to participate 

in the GTP program. Since dead line was really nearby, I was worried but 

completed the form and applied for summer GTP. After that, I received a 

phone call for an interview. Interview was for 10minutes with one foreign 

professors and 2 Korean professors. The interview was about personal 

characteriscit and attitude and I also submitted recommendation letter which I 

got from the professor in Singapore.

Prior Education

Prior preparation was about for 2 weeks before we go US. It was various 

such as table manner, presentation skill, social networking skill, and so on. I 

was impressed with the first class that representative Jae h ong. I could check 

2011 summer Global Talent 
Program US
Jung, Yeereen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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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elf ‘Am I going to the right direction?’. Even though he is really busy 

doing lots of things, he regularly pryed in the church sharing time with us. It is 

also correlated with competition among bargain sale He also suggested recent 

global withenss with companies. 

Starting point was not too hard, due to many people, pre-determined 

generations. Everything was not easy; but with help from many people 

including professionals in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Korea, we could 

think about what they want from us and I became comfortable. 

Our team membersn  at first felt uncomfortable but as we got closer to US 

trip and doing lots of things together, I felt like were becoming a GTP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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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tivities in US

Company overview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s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EMEA) 

footprint comprises of 32 cities across 23 countries on three continents. The 

company is a long-established participant in the European markets, with a 

presence since 1922. Currently over 14,000 associates are based in EMEA.

Globally,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serves clients and customer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has relationships with 99 percent of the U.S. 

Fortune 500, nearly 96 percent of the Fortune Global 500 and 33 percent of 

the FTSE 100.

Today, the company offers an integrated and comprehensive set of products 

and services across all businesses, serving the needs of individual, corporate, 

institutional and government clients, by combining the best of local knowledge 

and international expertise.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has a strategic and 

measured approach to its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is strengthening its 

business and infrastructure to create sustainable, long-term growth.

They do business in M&A, capital raising, lending, trading, risk 

management, research and liquidity and payments management of integrated 

service. They have more than 50 branches worldwide. 99% of 500 US 

companies are their client, globally 96% of 500 companies.

BOA Merril Lynch Global Markets is mainly divided into two parts- sales 

& trading, Investment banking division, and BOA Merril Lynch Korea is 

quite big institutional banks compared with other competitors. From 2005, 

they got license of liquidity provider and it affected the company to th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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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Liquidity provider served ordinal ELW investments, including Bank of 

Americal. 

Best investment bank in North America. 

Best equity house in North America. 

Best cash management house in North America. 

Best equity house in Latin America. 

Best debt house in Argentina. 

Best debt house in Colombia. 

Best debt house in Peru. 

Best debt house in Japan. 

Best debt house in South Korea. 

Best M&A house in South Korea. 

presenting at Merril Lynch



Wall Street & IT Enterprises in USA   291

 GTP students’ reports

BOA Merrill Lynch Korea has competitive edge in issuing bond and 

delivering M&A advisory. Actually, Mike Joo who arranged our presentations 

and program in BOA Merrill Lynch also had worked in BOA Merrill Lynch 

Debt Capital Market in Korea.

Photos below aere taken when I presented in BOA Merrill Lynch. I went to 

toilet so frequently before the presentation. 

Recruitment process for internship

They have summer analyst internship program and training program every 

year. Of course it is flexible depends on situation. If we proceed to analyst 

internship program, after 2 months of internship, we could get offer based on 

our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if we complete training program, we can 

go directly to the analyst of the division. 

Besides BOA Merrill Lynch, almost all other international investment 

bank recruited summer analyst every September to December. I am not sure 

when the positions would open for next summer analyst, but considering 

information in 2010, we can prepare for it. Usually, programs are divided into 

below 4 parts.

• Global Investment Banking 

• Global Corporate Banking 

• Global Treasury Services 

• Global Markets Sales and Trading 

Required qualification is candidate of graduate, or for internship,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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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in the last of 3rd year. Some investment banks require minimum 

GPA, but normally no barriers. Experience in related business is preferred. 

Extracurricular activities could be a plus. Candidate who is strong in 

quantitative analysis and has great problem solving skills would be preferred. 

Well-developed judgment, business sense, and fluency in spoken and writing 

English skill are also necessary. Moreover, independent working competency 

and communication skill as a team member is also important as they said. 

Besides, professionalism and strong motivated person based on integrity 

and sensitive, fast-learner, brave who is not afraid of doing new tasks, and 

who can think in other people’s shoes would be selected according to their 

notice. Client-focused, goal oriented, and people who can work with other 

people well are also required. The candidate also has to make priority well. 

Adaptability to chang environment also matters. I think they want everything 

to be outstanding.

You can check via www.baml.com/CampusAsiaPac and check vacancy 

which you want to apply. Applying process is also done via website. At first, 

you have to register for your account and apply for the program you like. 

Then, it goes well with the guidance. Last year, 1st December was the dead 

line of BOA Merrill lynch summer internship program. 

Though the time line is little bit different for each companies, usually the 

dead ine is between the mid of October to December.

Country Introducti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lso called the United States, the States, the 

U.S., the USA, and America) is a federal constitutional republic comprising fif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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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and a federal district. The country is situated mostly in central North 

America, where its forty-eight contiguous states and Washington, D.C., the 

capital district, lie between the Pacific and Atlantic Oceans, bordered by Canada 

to the north and Mexico to the south. The state of Alaska is in the northwest of 

the continent, with Canada to the east and Russia to the west across the Bering 

Strait. The state of Hawaii is an archipelago in the mid-Pacific. The country 

also possesses several territories in the Pacific and Caribbean.

At 3.79 million square miles (9.83 million km2) and with over 312 million 

people, the United States is the third or fourth largest country by total area, 

and the third largest by both land area and population. It is one of the world's 

most ethnically diverse and multicultural nations, the product of large-scale 

immigration from many countries.The U.S. economy is the world's largest 

national economy, with an estimated 2010 GDP of $14.526 trillion (23% 

of nominal global GDP and over 19% of global GDP at purchasing-power parity). 

Indigenous peoples descended from forebears who migrated from Asia have 

inhabited what is now the mainland United States for many thousands of 

years. This Native American population was greatly reduced by disease and 

warfare after European contact. The United States was founded by thirteen 

British colonies located along the Atlantic seaboard. On July 4, 1776, they 

issue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hich proclaimed their right to self-

determination and their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union. The rebellious 

states defeated the British Empire in the American Revolution, the first 

successful. The current United States Constitution was adopted on September 

17, 1787; its ratification the following year made the states part of a single 

republic with a strong central government. The Bill of Rights, comprising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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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amendments guaranteeing many fundamental civil rights and 

freedoms, was ratified in 1791.

Through the 19th century, the United States displaced native tribes, 

acquired the Louisiana territory from France, Florida from Spain, part of the 

Oregon Country from the United Kingdom, Alta California and New Mexico 

from Mexico, Alaska from Russia, and annexed the Republic of Texas and the 

Republic of Hawaii. Disputes between the agrarian South and industrial North 

over the expansion of the institution of slavery and states' rights provoked the 

Civil War of the 1860s. The North's victory prevented a permanent split of the 

country and led to the end of legal slavery in the United States. By the 1870s, 

its national economy was the world's largest.The Spanish–American War and 

World War I confirmed the country's status as a military power. It emerged 

from World War II as the first country with nuclear weapons and a permanent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left the United States as the 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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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power. The country accounts for 41% of global military spending, and it 

is a leading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force in the world.

New York City, with a population of over 8.1 million, is the most populous 

city in the United States. It is known for its status as a financial, cultural, 

transportation, and manufacturing center, and for its history as a gateway 

for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it is also a destination of choice for many foreign visitors. Both 

state and city were named for the 17th century Duke of York, James Stuart, 

future James II and VII of England and Scotland.

New York was inhabited by the Algonquian, Iroquois, and Lenape Native 

American groups at the time Dutch settlers moved into the region in the early 

17th century. In 1609, the region was first claimed by Henry Hudson for the 

Dutch. Fort Nassau was built near the site of the present-day capital of Albany 

in 1614. The Dutch soon also settled New Amsterdam and parts of the Hudson 

River Valley, establishing the colony of New Netherland. The British took 

over the colony by annexation in 1664.

The borders of the British colony, the Province of New York, were roughly 

similar to those of the present-day state. About one third of all the battles 

of the Revolutionary War took place in New York. New York became an 

independent state on July 9, 1776, and enacted its constitution in 1777. The 

state ratified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on July 26, 1788, to become the 

eleventh member of the United States.

We also visited UN in New York. In United States, every conversation 

or communication went well in English. They were easier to understand.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like Australia and India, we were 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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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e with more comforts.

Special Lecture and Meetings

One of the most enjoyable things from GTP was to meet our SNU alumni 

who were really active and made brilliant performances in United States. It 

made me motivated a lot. Before New York, we dropped by Boston and met 

SNU alumni who were attending Harvard and MIT. They guided us and we 

had sessions about various topics including US government, recent economic 

recession, and personal life goal. Hye Jung Yoo who was studying politics 

PhD in Harvard school pointed out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ubprime 

and US politics. It was really interesting. Juhyun Song who was studying in 

MIT had a presentation with us about his life goal and stories that he wants to 

share with us. He talked to us to dream high. Especially, his volunteer stories, 

helping Africans who has problem in water was really impressive. He went to 

Tanzania and planned with his friends about how to   provide water for people 

there. Too busy life to help others seems to be just kinds or excuse. I hope to 

be a person who is always willing to share something with others not just for 

myself. Since the next day was my presentation day, meeting with our alumni, 

I can refresh myself to do best.

Preparing for the presentation, I immersed too much in how they would feel 

to see us as professionals, but I realized that inner confidence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I was ready. I was determined to feel happiness during 

preparation in the fact that I can express my opinions in front of professionals 

in Wallstreet. Moreover, walking around Harvard and MIT campus, I felt like 

studying in US was a great option. Harvard and MIT schools are more lik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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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n than schools.  Each building had their unique characteristic. Especially 

in MIT, I was envious of one library around MIT Sloan with amazing coastal 

scenes and wonderful grass. If I studied there, I would have had much higher 

performances. An alumni Hyejung Yoo also noticed us of her wedding in 

January, next year. Her boyfriend is also an SNU alumni, and I was really 

shocked to hear that he waited for her to finish PHD!! I thought she was in 

enviable position of both brilliant student as a state scholarship student in 

Harvard and a happy woman who has a boyfriend waiting for her for a long 

time. In New York, we also met other amazing superiors. Below photo is in 

MIT campus with alumnus.  

In the Bank of America Merill Lynch, I had priceless opportunity to have 

presentations and have several sessions with professionals from various 

with SNU alumni in 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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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s- strategy, research, equity sales, and Debt capital Market. On the 

coattails of Mike JOO who rank in CEO as a Korean. Moreover, we look 

around overall buildings. Impressive one was the top of the building lounge 

for serving VIP clients. The landscape was the best of the best.

In Citibank, we also had special time looking around trading floors and 

having sessions with many people. In Goldman Sachs, we met all Korean 

Americans who were working. There were about 10 people and they gathered 

altogether to meet us. I was impressed with their attitude to share time with 

us even with their busy work. After having talks with them, we looked around 

new Goldman Sachs building. It was really modernized building. 

 Dinner with KFS (Korea Finance Society) was also impressive and great. 

(Every minute in US was precious and amazing!!!) We had a nice dinner at a fancy 

French restaurant. They were mostly Korean Americans who actively worked  

in Wall street. We just had fun talking about our personal life, career, and just 

At Goldman S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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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everything. I at many advices from them. I still keep in touch with them. 

Especially, I could meet interns who is studying in US and working in Belstar 

and BOAML as an intern. I could have more realist talking with them. One 

of KFS members emphasized that ‘Why’ is important in every sentence for 

finance. He also told me that he sometimes throw sushi away while trading 

futures. I felt that the KFS is such big group and I felt proud of myself for 

being a Korean. 

 

3. After Finishing All Program

Successful Strategy for GTP

I want to emphasize that Global Talent Progam is not just for traveling 

abroad, it should be focused on specific goal like getting internship. Of course 

Dinner with Korea Fina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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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urt me not to have any time for shopping in US! Even if we cannot make 

a clear decision about our career goals, preparing for the program with the 

clear goal for each other sincerely be really beneficial. Spending much time 

on this should be expected. Not only for the presentation, but also for resume, 

interview, and research about the company you wants would make GTP more 

fruitful.

I personally have a strong interest in building career in finance. Right before 

going to US, I met professionals working in BOA Merrill Lunch. As a student 

who has dream to work in this division, I could get invaluable opportunity 

to talk with them. They reminded me basically important factors that I had 

forgotten during preparation. I think this kind of meeting is also an unexpected 

opportunity. However, if we were not prepared for getting a chance, it became 

obsolete. We have to make an impact within short time or any up coming 

important meetings. Thus, also in GTP, I think every student can meet an  

unexpected but a very huge opportunity. I hope every GTP students prepare 

for both the program itself and themselves with enough time.

What Changed from GTP

GTP was a real precious opportunity for me in the right time. At first, 

I felt that life was the sequence of unexpected things which was given by 

some superior existence. Preparing for the program, I experienced somewhat 

different team projects compared with my prior team plays. Since there were 

more various people with different interests and backgrounds, I could learn 

how to understand other people’s perspective, then how to make team work 

with each other to reach the goal with different 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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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P this summer had such a close relationship with my career goal that 

I got priceless asset not only from networking with professionals in US, 

feedback, and presentation opportunity but also from preparing for the 

presentation itself. While preparing for the program, the most useful lessons I 

can think of was that we thought much about what they wanted to hear from 

u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mployer. From these processes, I could reset 

myself about attitude for the upcoming recruiting.

Future Plans

My plan is to apply for every graduate training program open i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banks The weak point for realizing this plan 

successful seems to be the lack of my English skills and logical thinking based 

on knowledge. Therefore, I will do my best to overcome my weak points. 

Reading wallstreet journal and economist would be included. Moreover, 

expected interview questions and proper answers with my agony also needs to 

be prepared. I hope to give you good news this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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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ation for GTP

My aspiration for working oversees

I did my first internship at a local asset management firm and then did 

second one at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While working at Boa, I got to 

know what working globally means. I worked with Indian analysts on a daily 

basis and became close friends with them by the end of my term. Starting my 

first career oversees such as Hong Kong or Singapore has naturally become 

my goal and it made me actively search for Internship opportunities in above 

mentioned countries. However, New York which is the best place in the realm 

of finance was beyond my consciousness until I found out GTP banner in 

career site of SNU. As soon as I encountered GTP notice, I applied for it right 

away. About a week later, I got a text message of congratulations. In interview, 

3 professors gave us some questions related with personal motivation for 

GTP and some of fit questions. They did not ask us finance related questions. 

Actually, I was not good in the interview. I murmured a lot and did not express 

2011 GTP US Report
Choi, Kwangseok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s)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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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assion for GTP explicitly. I was worried about the result a little bit. 

However, I got another text message of congratulations and I became one of 

10 GTPers. 

Training session

Among the short listed banks and IT firms, we were assigned companies and 

started preparation for presentation. For our presentation, about 10 sessions 

were scheduled. I was assigned for PwC which is biggest accountancy in the 

world for personal presentation and Morgan Stanley for team presentation. 

As I am very interested in investment banking, I chose M&A topic for both 

of the presentations. For pre-sessions, there were classes like PPT making, 

presentation skill, feedback from professors and I think they were well set up 

despite the fact that there was no much time for the preparation. However, 

I was in the midst of internship at Boa, I could not join most of sessions. I 

worked in office daytime and worked on the presentation at night for GTP 

which was a pretty tough schedule. 

Another difficult thing was that I could not get much relevant information 

for presentation. For PwC, I should deliver some messages for PwC New 

York. However, it is not listed in stock market and much of the information 

on the firm was not disclosed in public. I searched for the information on its 

websites and news on the internet. For Morgan Stanley, we were to deliver 

presentation to Morgan Stanley New York office and finding message that can 

appeal to the people there was pretty much difficult task for us. Feedback from 

professors was quite helpful in that we got the review from professionals and 

detect some errors in logic and flow of the presentation. I think that we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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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our work more delicate in terms of logics due to the feedback from 

professors. 

2. We are in USA

New York

As a student who’s eager to work in a financial area, New York was more 

impressive than Boston. I cannot forget days in New York. Being in the center 

of finance, it was so huge with lots of skyscrapers and people from diverse 

backgrounds. It surely is a great city. Investment banks we visited were all 

bulge bracket banks such as Goldman Sachs, Citibank, Bank of America, UBS 

etc. It was such a great honor to go inside the building of the firms and interact 

with employees there. Only employees of the banks can actually go into the 

building. I personally prepared 2 or 3 questions for each of the banks which 

are mostly related with IBD. Among the banks we visited, Goldman Sachs 

was the best personally. Of course, all banks were surely prestigious firms, 

but GS was quite special. I could feel special aura there. We met people from 

IBD and had networking time. Among the people at GS, I remember sir, Alex 

who is a managing director. He actually started his first career in GS Seoul 

branch and now working in New York office. He also participated in advisory 

to Korean government for giving solutions for its huge debt during IMF crisis. 

President Kim Dae Jung administration requested advisory service to GS IBD 

during IMF crisis. While hearing that experience from Alex, I felt a kind of 

surge of ambition. I once again made up my mind firmly that I would join I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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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articipate in advisory services as sir Alex did in IMF crisis. 

Visiting Merrill lynch was also interesting, we met Mike Joo who was the 

managing director there. He went to MIT and heard that he is within 5th in rank 

in Merrill Lynch. I heard that there were not many high rank Korean people 

in banks of Wall Street. In this respect, meeting Korean person like Mike Joo 

was really honorable chance for me. I was really proud of meeting him and 

once again firmly swore to myself that I would become man like Mike Joo in 

the future. 

We also went to the VIP room at 50th floor where high rank officials serve 

clients. It was really a fascinating place with lots of state of the art facilities. I 

felt deafened being at such a high place. Another thing I can remember is that 

I met one Korean managing director in same division where I used to work 

in BoA Seoul branch. I sometimes heard of his name from employees talking 

about him. I asked the man whether he knows my boss in Seoul Branch or not 

and he said he knows her. I thought it was such a coincidence and also was a  

great honor for me to meet him in person. 

Presentation 

PwC where I made first presentation is the biggest accountancy in the 

world in terms total asset. It serves more than 400 companies in Fortune 500. 

Personally, I like accounting thus being at PwC and making presentation 

was quite an interesting experience. One thing I learned about accounting 

firm is that one can enter accountancy without CPA certificate unlike Korean 

accounting firm. Campus recruiter said that one can acquire CPA certificate 

after joining the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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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Morgan Stanley where we made second presentation regarding M&A 

is one of the best Investment banks in the world. Personally, it is the bank I 

prefer the most. To tell a little bit about our presentation, the topic was cross 

border M&A and we addressed that Morgan Stanley should more reinforce 

cross border M&A, especially in PMI process. 

Meeting with Alumni of SNU

 We went to Harvard and MIT and met SNU alumni there. I could learn lots 

of things from them and I kind of felt a little bit envy of them. We also met 

SNU alumni who are working in investment banks like Citi, Morgan Stanley 

while having a dinner at Kang-Su restaurant which is a famous Korean 

restaurant in Korean town. I felt really proud of them in that they successfully 

settled down in New York and shining the name of Korea.

3. After GTP

Subtitle: How to secure an Internship Opportunity 

To tell the truth, we could not get an internship chance in New York. 

However, I don’t think our trial had failed. First, we’ve learned so many 

things in New York otherwise cannot experience in other places. Second, 

nobody knows that some of us will work in New York in near future with GTP 

New York being a huge momentum. In this section, I want to address some 

tips to secure an internship since I am now working as an intern at a global 

investment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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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command of English

In fact, there cannot be an easy method to do an intern at an Investment 

bank. However, first and foremost thing to prepare is English. Since almost 

every work is done in English such as writing an e-mail, having a conference 

call, meeting with client etc., good command of English is a must for those 

IB seekers. For me, I am not a native speaker but can deal with most of work 

given to me in English quite smoothly. Therefore, students should develop 

their English skills both in writing and speaking. Also, acquiring second 

language such as Mandarin is a plus. If one can speak both English and 

Mandarin fluently, then the chances of them to be able to work in IB will be 

much higher. 

• Get familiarized with capital market

In order to do above, I recommend students to read newspaper every day.

By reading newspaper, students can know what is going on in Korean market. 

In interviews, the interviewers frequently ask students about the recent events 

in stock market and their implication and personal opinions about them. While 

reading the articles, try to think about the chain effects. One thing in A part 

can trigger other things in B part. Try to understand them at first and then try 

to forecast them at later part. Since everything is dependent on each other, 

getting to know those relationships of events, concepts will be very helpful in 

preparing for IB and also will be plus in real investing into stocks, bond, ELS 

etc. 

I recommend that students who want to work in Investment banking 

division should study M&A processes; the terms related with M&A, IPO,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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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ing and also study about recent deals that the banks students are applying 

for took an advisory role. 

• Do in depth study of accounting 

These days, a lot of students prepare for CFA. I think that studying for 

it is good but one thing I found out in students is that lots of students do 

not know about accounting. Accounting is the language of business and in 

order to understand audit reports of the companies, one should have basic 

understanding of accounting. Since IFRS has become the standard accounting 

method in Korea, I recommend that students study accounting and take at least 

two or three accounting classes at school (Principles of accounting, Intermediate 

accounting, advanced accounting). Students who are eager to work in IBD should 

definitely be more focus on the accounting since the financial modeling is 

based on accounting. 

What Sir Alex advised me for joining IBs was “learn as much as possible 

and get prepared” Since only small number of students can join Investment 

bank, students should try at their maximum level to learn as much as possible. 

Once you (including me) have become real smart students, the chances of 

internship and permanent job will be given to us. Of course, luck is also 

critical factors but that luck will be also realized after we’ve tried our best for 

IB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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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Reason for Applying GTP and Interview 
Process

When I was a freshman, I wanted to be an economics professor. However, 

two major events occurred last year to change my major and career goals. The 

first event was that I was elected student body president. My college, Liberal 

Studies, was established in 2009. It meant that someone had to make new 

rules, programs, and plans for students. It was a tough time for me, because 

the work cost me all of my second year in college, hindering my studies. 

However, I realized that I like to manage projects, network, lead and work 

with other people. In the end, I decided to major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study practical rather than theoretical subjects such as economics. 

The second one was the internship last winter. I worked in an IT company 

that provides financial information to customers. Because the company was a 

small start-up firm, they provided me many opportunities even though I was 

only a second year in college. I quickly noticed that computer skills, especially 

Finance / IT Industries
Choi, Piljun (College of Liber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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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ling DB programs, were absolutely important. The CEO also encouraged 

me to study computer science; as a result, I applied for the ‘Computational 

Sciences’ major this semester which I will study next year.

After changing my career goals this year, I contemplated how to make the 

next steps to achieve my new goals. Unfortunately, because I am one of the 

first students of the College of Liberal Studies, there are no alumni for me to 

seek help. This had concerned me, and I was indecisive whether or not double 

majoring would be preferable. Furthermore, I had already finished my fifth 

semester in college, so a double major might take five years as opposed to four 

years for me to graduate. I have no time to hesitate and cannot afford to make 

mistakes. The GTP is essential for this summer vacation NOT the next one.                                                 

On the other hand, I am thinking of becoming a HR consultant. At first 

glance, these careers are not related to 2011 Summer GTP. Nevertheless, 

there are reasons as to how this program would help me. First, I know that the 

most brilliant people in the US are working in Wall Street and IT companies. 

Furthermore, this GTP would provide us a visit to Harvard and MIT. I thought 

there were no programs in the world where I could meet these excellent people 

at once. I’d like to know what these students in the US had done or have done 

in college. Getting to know these people could be a source of inspiration for 

my future itself. And the inspiration would be good for me to consult other 

people in the future. 

Secondly, I wanted to figure out what HR managers of popular IT 

companies and finance companies consider when they interview applicants. 

The media, sometimes, said that the business environment is different between 

US and Korea. However, I think that there are common elements in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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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when HR managers choose candidates for their companies. The 

common element, seeking the best students in country, will never be changed. 

Finally, I applied for 2011 GTP summer, and passed all processes.

I heard of the interview announcement in a few days after turning in the 

application documents. I was lucky that there were names of 17 people 

including mine. It meant that I had to take the English interview which I had 

not experienced before. Because the situation itself was new to me, I didn’t 

know where I started to prepare it. I just went to a bookstore to buy a book for 

interview in English, and memorized many expressions on self-introduction. 

And I thought that the interviewers who would meet many candidates in a 

very short time had to check the passion for the program and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rather than in-depth interviews. Thus, I made some possible 

questions related to self-introduction, my internship experiences, extra-

curricular activities, and the characteristics which could contribute to GTP. 

And then I practiced them repeatedly by myself.

There were three interviewers consisted of two professors and one of SNU 

career center directors , and also three interviewees entered a room at once. All 

interview questions came from what I had just expected, and three students 

answered in the order. What I’d like to say is this: This interview is not for 

embarrassing students. Therefore, you can pass the interview by preparing and 

practicing enough. Through this processes, my name was on the final nam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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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Pre-Education Programs

From July 18th through August 5th, pre-education had been made. There 

were three sessions a week, especially on Monday, Wednesday, and Friday 

afternoon. Every session consisted of different topic, but wa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learning basic knowledge, preparing presentation, and writing 

resume. 

First of all, we could listen to many lectures which were related to financial 

sector. In fact, at the application question “What is your career goal,” I wrote 

that I had strongly interest in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wanted 

to be a HR Consultant. I gained, however, a lot of inspiration on finance 

industries from pre-education programs. Especially, the representative of UBS 

Korea Mr. Lee came to SNU only for 10 GTP students and he explained about 

finance field. After that lecture, I began to think about being a banker myself. 

Frankly, it seemed to me that the sector was just greedy and the people who 

were interested in only money would like to get the job from finance sector. 

Nevertheless, I felt that finance is absolutely needed in the modern world, and 

I could explain each Investment bank division’s role. Furthermore, I had heard 

of him, Mr. Lee, that he made the largest M&A deal in Korea. It was special 

motivation that I met such a great person just in front of me. 

3. At Boston

After a long flight, we finally arrived in Boston. We visited two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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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wo schools. Above all, let’s start with the story from Harvard in Boston. 

I met two SNU alumni there, who were in their PhD course. The one alumnus 

was majoring in Political Economy at Harvard University, and the other 

alumnus was studying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at M.I.T. They 

offered us a great trip of the top schools even though the weather was rainy. 

In addition, she gave a short lecture about ‘American financial crisis, in terms 

of the U.S. voting system.’ I could watch the usual social phenomena from 

different views to analyze the real situation. It was very interesting to us. And 

then, the alumnus from M.I.T. also gave us a short speech about his career 

goal and suggestions for us. Though he is just one year older than me, he is 

one of the MBA course students while studying PhD course for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He also experienced a lot of global companies’ 

internship like BMW, Morgan Stanley, and etc. I cannot forget the facial 

expressions and voice when he explained about his life’s goals. I was ashamed 

that I had not lived my life with enthusiasm like him.    

Then, we visited the Microsoft Technology Center which was specifically 

a private company to consult the office environments and operation systems 

to help work efficiently. There was a presentation from GTP students, which 

was titled ‘How the workplace will be impacted by the broad adoption of new 

consumer technology over the next few years.’ The two GTP teams presented 

their creative ideas and suggestions in front of many employees of MTC. 

Despite the first presentations in the U.S., they were successfully completed. 

We also could see the center specifically including DB center, technology 

di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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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t New York

It was a very short time in Boston, but we had to move to New York for 

visiting banks. The banks list which we visited is following: Bank of America, 

UBS, Citibank, Goldman Sachs, and Morgan Stanley. Except UBS and 

Goldman Sachs, we had opportunities to give presentations at each bank. The 

entire bank, even though they are in the same industries, had distinguishable 

cultures each. 

Especially, I gave the presentation at Bank of America and Morgan Stanley. 

At BOA, my team and I presented possible actions that Bank of America 

can take in South Korea. I started with South Korea’s economic and finance 

background. Next, my partners provided insights about the recent efforts 

the Korean government is making to change South Korea’s finance industry, 

which is called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The reason why my team chose this topic was following. Centered between 

China and Japan, the second and third largest GDPs in the world, South Korea 

has always been caught in the cross fire between its neighbors. The situation 

is analogous to a nut cracker, facing pressure and competition from both 

sides and with South Korea in the middle of it all. In the twenty-first century, 

South Korea’s economy is showing signs of diminishing returns. Government 

expenditures and investments are less likely to have an immediate impact on 

the economy. South Korea’s Gross National Income (GNI) has been hovering 

around $20,000, and its world ranking in GDP has been slipping since 2004, 

according to the World Bank. 

Furthermore, the industries that South Korea has relied 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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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conductors, LCD displays, ship building, cell phones, and automobiles, 

are growing weaker as more competitors join these markets. Some of the firms 

in these industries are now looking to sell while their value is still high. On the 

other hand, new, growing companies are going to need financial assistance to 

expand and buy other firms. For example, Samsung Group is investing heavily 

in new battery technology, so it might be interested in purchasing other 

smaller profitable firms. However, South Korea has always had a weak finance 

industry. 

With the lack of strong, Korean financial intermediaries to facilitate M&As 

and provide other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these manufacturing firms 

will be hard pressed to leave their respective industries and negotiate with 

foreign companies for fair value. Thus, South Korea needs to expand its 

finance industry to adapt to its new, evolving economy. In short, South Korea’s 

goal is to develop a homegrown Investment bank. 

Next, I also gave presentation at Morgan Stanley. There, my team’s subject 

was different from BOA’s. My team told how Morgan Stanley can improve its 

capabilities in making cross-border deals. We started with the key to success 

in PMIs (Post Merger Integration). The rest of my teammates followed up with 

a demonstration of some of Morgan Stanley's past struggles, provided a 

potential solution, and showed exactly how Morgan Stanley could achieve 

further success in cross-border deals. 

We thought that the PMI would be the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M&A contracts. In the past, other PMIs have failed due to fundamental 

differences in companies. For example, within the automobile industry, 

Daimler and Chrysler had contradicting business structures. Daimler had 



316   2011 Summer Global Talent Program

a hierarchical management style, while Chrysler remained team oriented. 

Daimler is known to make conservative and safe decisions, while Chrysler has 

a reputation of making risky deals. Daimler emphasizes quality and design 

in each of its products, while Chrysler focuses on producing sheer numbers 

and cost reduction. Because of these differences, the Daimler and Chrysler 

M&A ultimately failed. A successful Post Merger Integration is defined by 

its communication. Then, we told the current state of Morgan Stanley PMIs. 

Finally, we suggested one solution which was that Morgan Stanley could work 

with College Humanities Studies. 

All programs in New York were doubtless great. In addition, every GTP 

members did a good job in front of many bankers.

5. After GTP

The fact that ‘Wide range of undergraduate majors should be done’ made 

me to choose Business Administration and Computational Sciences. However, 

as a liberal arts student, majoring in science field is the biggest challenge for 

me itself. Thus, I was going to give up the computational sciences and had 

planned to graduate as soon as possible. But, the senior who I met through 

GTP program and majored in MBA and engineering encouraged me to keep 

it up.  In addition, SNU Alumni Association in New York gave me many 

inspirations. Many seniors also worked in financial sectors in New York, but 

most of them majored in engineering at undergraduate school. Although a 

little bit difficult, I decided to study science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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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d a good experience with the best program from Career Development 

Center. Specifically, to prevent any disruption to the schedule in the U.S., Ms. 

Lee from Career Center preparing thoroughly. I am thankful for her efforts. 

Finally, I also thank the GTP team members who shared precious memories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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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ing for GTP US

Motivation for Application

In an effort to live my own life while in college, I have tried to take 

on something challengable in various fields. And as commonly wanted, I 

imagined myself working abroad with skilful leadership and work ability. 

Amongst banners waving along the sidewalk in front of DongwonGwan 

waving, an intriguing phrase of giving opportunities to visit IT and financial 

companies in US under the title, Global Talent Programme, struck me. This is 

what made me follow my heart filled with longing for international business 

and apply for this programme.

Application Procedure

Applicants were first required to submit the application form and resume 

in English and then English interviews were only conducted to those who had 

passed the previous screening procedure. In my application form, I described 

2011 Summer GTP US Report
Han, Janghoon (Economics, College of Social Scienc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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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experience of studying in US as an exchange student, together with my 

ambition for diplomacy specialist in the economic field. With the CV, I tried 

to specify my several activities done before the application. To comply with 

your English resume in standard format, it will be helpful to refer to Getting 

a Job in New York. Applicants were asked, in English interviews, to describe 

themselves, motivations for application, and possible contributions they would 

make to GTP if chosen, which seem like basic and plain questions. Indeed, 

other interviewees beside me sounded well-prepared for those predictable 

questions, whereas I looked relatively naïve and sometimes even stammered 

a bit. For this reason, I found my answers not to live up to my satisfaction 

and thus never expected to be selected for GTP members. Looking back on 

overall selection procedures, my credentials with various activities as well as 

concretely described motivations may well have played a pivotal role in being 

chosen.

Preliminary Education

Students had a three-week preliminary education programme from 

orientation on 18th July 2011 to departure date on 7th August. Lee Jaehong, 

the head of Seoul branch of UBS securities, strengthened our motivations 

for joining this programme by explaining to us about investment banks and 

Nam Kwangwoo, the professor of Seogang University, elaborated what is 

actually needed to get a job abroad. Also, in an attempt to make satisfactory 

presentations in New York, specialists came to help us supplement each 

presentation.

During the preliminary education, each students were teamed up with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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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students to prepare a presentation for the IT or financial company he 

or she chose. I undertook presentation for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and Henry Schein and found it the hardest to figure out which topics I would 

present to them, because the topics were needed to provide concrete solutions 

after all and have no significant errors in content. Most other teams as well as 

I asked workers at branches in Korea of the companies they selected to give 

feedback on our presentation contents and changed them all accordingly at 

least once.

As for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I overviewed so-called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in Korea and countermeasures to this for foreign 

IBs. Due to lack of technical knowledge, I had difficulties analysing 

countermeasures in detail and, eventually, found myself embarrassed to be 

asked questions on them in my actual presentation. Meanwhile, our team 

first tried to present Henry Schein get into Korean dental industry but, after 

While in the presentation at Bank of America. This slide is part of our 

discussion over weakness of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linked to 

their performance in global market through SW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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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remarks from a person concerned, we had to change that subject all 

into evaluating recent M&As by Henry Schein in their veterinary segment. 

Although analysing prospects for growth and possible threats, we actually just 

somehow managed to give a presentation in a complete form – not the level we 

had pursued. Both presentation was made with the help of basic examinations 

into those firms through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ion(www.sec.

gov), Google search and several English newspapers in Korea. It is worth 

mentioning that most teams provide their presentations concerning their entry 

into Korean market or responses to recent changes there since they thought it 

easy to fulfil the aforementioned criteria: make it concrete, new and complete.

As it was truly difficult for just one person to take on everything in the 

research, we were made groups of 1~4 and thereby needed to maintain 

sufficient teamwork. Since a week from our flight, my teammates nearly 

stayed several nights, exchanging our information and making discussion on 

it via SNS. I personally tried to lead our team later in the preparation for our 

presentation but also felt sorry to teammates for virtually not participating in 

our initial research.

2. GTP US Actual Activities

Internship Recruitment Process

Not every company we had visited officially offered intern opportunities 

nor they recruit interns in the same manner. Most frequently, however, US 

financial firms announce their internship recruitments but actually hire in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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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networking with them. UBS, for example, has 10 weeks of summer 

internship programme and offers official recruitments but usually depends 

on Campus Recruiting in US universities. Here what I mean by networking 

does not necessarily associate with parental and family backgrounds but can 

be achieved by individual effort such as entering various activities here and 

there and contacting employees working at the companies you have an interest 

in. It is surely believed to be undeniable that undergraduates from Korean 

universities would face difficulties getting intern positions or full-time work 

for financial companies in New York, even harder for prestigious ones. It is 

most often the case that SNU alumni, who have succeeded in getting a job 

there, already attained Master’s degree or higher and entered recruitment 

process accordingly.

Basically, like most other groups in different fields, those financial firms 

first screen applicants’ resumes and conduct in-death interviews afterwards. 

Julie Hong, of Bank of America, made a thorough preparation by reading 

through news articles and doing further research.

Career Session, Lectures There, and Meeting with Alumni

GTP students does not just visit American companies and give presentations 

in order to advertise themselves and receive work opportunities, but we also 

focussed on socialisation with Koreans of seniority. There had been a series 

of gatherings with SNU alumni working for New York financial companies 

or studying at Harvard and MIT graduates and also with Korean Financial 

Society(KFS), a group of Koreans or Korean Americans working in the 

financial field in New York. Dining and Conversation with thos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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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ied our curiosity and created incentives and, more importantly, would 

often lead to practical results like recruitments.

We attended a lecture in Boston given by Yoo Hyeyoung, a Harvard 

graduate student, over the effects of US electoral strategies upo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t was particularly intriguing enough to associate economic 

controversy with political reality. For instance, she elaborated how high-

profile tea party politicians get popularity and consequent frustration of 

reforms by the Obama administration. After the lecture, she led us around 

Harvard with tour-guide-like explanations and had dinner together. I am 

convinced that she as a Korean stimulated me and other students by showing 

her better understanding of American political phenomena than Americans and 

even giving lectures to Harvard students.

When in MIT, It was memorable enough that I walked around and talked 

With Song Juhyun studying at MIT Sloa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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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Song Juhyun studying at Sloan MBA school. As being of the same age, 

we could easily get closer to each other and discussed his previous preparation 

to get an internship for Morgan Stanley and preferable future career. I was also 

lucky to enjoy his help when I got in trouble mending my suit.

We networked with old SNU alumni at a banquet in order to get information 

about employment in New York and sometimes consult with them about 

our careers. I could grab a chance to talk to an alumnus working for Asset 

Management team of Morgan Stanley and then catch a brief yet concrete 

image of what working there would be like. Also, I talked about similar topics 

to members of ‘Gwanak Association,’ which consists of relatively young SNU 

graduates. One of them introduced himself as working for a start-up business 

dealing with carbon trading and convinced that, despite its marginal growth 

at the moment, carbon trades would be emerging rapidly in 10 or 20 years, 

which led him into working in that field. It would be normal that things in 

With presenters and a worker in Citi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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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ancial field go in the conservative direction, but he was noteworthy in 

defying the existing mainstream and retaining a certain vision of pioneering 

new fields.

Lastly, we dined together at a fine dining restaurant with members of 

Korean Financial Society more than half of whom were Korean Americans 

working in the financial field in New York. Richard Kim of a middle-level 

investment bank and Jason Chung of Societe Generale gave us a brief image 

of what their jobs and lives would be like, as before, but also made me feel 

pitiful about their hectic daily life and, in turn, seriously consider about my 

planned career.

 

3. Epilogue to GTP US

Strategies to be Successful in Global Internship

Natural enough, opportunities to intern abroad do not just come along as 

you sit back considering them. Only a few of Korean students earn internship 

through networks around them and the rest would have to refer to books such 

as Getting a Job in New York and join extracurricular programmes that help 

their activities like GTP. It usually takes a long time to improve sufficient 

English skills and have both extracurricular and work experiences so that 

those interested should plan ahead, figure out what are actually required and 

take one step further to achieve them. It would be useful, for example, to work 

as an intern in Korea to get an intern abroad. Considering that GTP is not a 

goal but a process of my career, I will also continuously contact people I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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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nd ask for recruitments after GTP.

 Things That I Found Myself Different before and Helped My 

Study

 Although this GTP US concentrated on IT and financial firms, I have tried 

to experience various things rather than take one narrow road to a certain 

career during my prolonged college days. If anything, I decided not to work all 

my life like financial specialists I met in GTP, but I felt I would have to take 

financial career at least for a short time regardless of my future goal because it 

lays foundation stones to other things related to business management. Plus, I 

would like to believe myself to be lucky enough to meet Julie Hong and Mike 

Joo who showed great passion towards their work and made me reconsider my 

life. Practically, GTP has become one of my major career worth elaborating in 

my CV and wanting to be asked about in interviews. As for studies in school, I 

plan to take accounting and financial courses that I have not valued so far.

Future Plans

Despite the fact that my GTPmates and I got no internship offers, I will 

endeavour to achieve them later in my life. Though I have not decided my 

career as working in the financial field, I believe that intern experience there 

does not remain as formality but it would help my actual works in a practical 

way no matter what I work for.

I now consider working for law firms in Korea with a specialty in foreign 

trades and finance and feel proud of being one of GTP students in that what I 

experienced and learnt from GTP must be my best career whenever I ach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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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 will have pursed.

One thing that frustrated me was that we were given a short time preparing 

all our presentations.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the GTP results had come 

out earlier and not overlaping with the summer session, because it took me 

longer than I expected to give an English presentation before workers in 

famous companies. Another thing is that I found it difficult to take advices 

and feedbacks from professors I met in the preliminary education programme 

since they stayed around the core topic without getting towards it. If anything, 

it was much more useful and efficient to visit those working in the filed I am 

working on. I hope that next GTP will officially provide opportunities to ask 

related specialists in order to go over presentation contents and broaden our 

vision before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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