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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재학생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매학기 

방학 중에 Global Talent Program(GT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에는 우수 재학생 12명을 선발하여 세계 정치・외교의 중심지인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책은 국문・영문의 참가 학생들 경험담과 함께 발

표자료를 수록한 것입니다.

 GTP는 본교의 글로벌 인재 배출을 목표로 2007년부터 매년 두 차례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해외 글로벌 기업 또는 국제기구를 탐방해 전공지식을 글로

벌 환경에 적용,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인턴십 기회를 모색해 보는 프로

그램입니다. 또한, 참가 학생과 글로벌 리더 및 해외 서울대학교 동문과의 인

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활발한 인적 교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한 ‘미국 워싱턴: 정치・외교 편’은 2012년 12월 9일부터 15일까

지 7일 동안, 본교 국제대학원 김태균 교수님의 인솔로 12명의 학생이 참가하

여 US Capitol Hill을 비롯하여 The World Bank, IDB,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Smithsonian Institution, D.C. Mayor’s 

Offic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등 14개 정부기관, 국제기구, 연구소, 

글로벌 기업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출발 전에 참가 학생들은 관심 분야별로 발표 기관과 주제를 선택해 3주간

에 걸친 강도 높은 사전 교육을 통해 영어 프레젠테이션 교육, 영문 이력서 작

성법,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등을 배웠습니다.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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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 도착해서는 각 기관별로 임원진과 인사 관계자들을 만나 기관 소개

를 듣고, 각 기관별로 한 명의 학생이 준비한 주제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

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의 주제는 환경문제에서부터 북

한문제, FTA, 한국의 로비문화, 외교관계에서 박물관의 역할 등 다양한 국제

적 이슈를 다루어 방문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D.C. Mayor’s 

인사담당자는 현장 인터뷰를 통해 신주영(사회교육과 3학년) 학생에게 인턴십

을 제안했으며, Radio Free Asia 및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등 다른 기관들도 참가 학생들의 인턴 선발을 적극 고려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참가 학생들은 네트워킹 스킬 교육,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 재미

한인동포 리더들과의 리셉션, 워싱턴 지역 서울대학교 동문과의 밤을 통해 많

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GTP를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진로 설정에 도움을 받았

다는 학생들의 보고서를 읽고 무한한 보람을 느낍니다. 

경력개발센터는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가고자 하는 서울대 학생들의 꿈이 실

현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해외 취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학생들을 인솔하여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해준 김태균 교수님과 박

희영 연구원의 헌신적인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3년 2월 6일

롯데국제교육관에서

경력개발센터 소장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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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참가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지식을 글로벌 환경에 적용하도록 함

으로써 취업에 필요한 관련 기술 및 능력 함양 

•  참가 학생과 워싱턴 소재 글로벌 기업/기관과의 직접 연계를 통한 

인턴십 기회 모색

•  참가 학생과 해외 거주 서울대학교 동문 및 글로벌 리더와의 글로

벌 네트워크 구축

 

일시  2012년 12월 9일(일)~15일(토) 

장소  미국 워싱턴 D.C. 소재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대상  3~4학년 학부생 및 대학원생    

참가 인원  총 14명 

•  학부생 10명, 대학원생 2명 

•  인솔자: 김태균 교수(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 전공), 박희영 연

구원(경력개발센터 글로벌취업지원부) 등 2명

 2012 동계 GTP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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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정

9-Dec
(Sun)

10-Dec
(Mon)

11-Dec
(Tue)

12-Dec
(Wed)

13-Dec
(Thurs)

14-Dec
(Fri)

15-Dec
(Sat)

8:00am-
8:45am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Departure

9:00am-
9:30am  Orientation Daily Briefing Daily Briefing Daily Briefing Daily Briefing

10:00am-
12:00pm

Organization 
Visit 1: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Organization  
Visit 3: 

Prudential DC 
Office 

Organization 
Visit 6: Radio 

Free Asia

Organization 
Visit 8: 

Woodrow 
Wilson 
Center 

George 
Washington 
Univ. Tour & 
Information 

Session 

12:15pm-
1:30pm Lunch Lunch Lunch Lunch Lunch  

2:00pm-
3:30pm

Arrival

Organization 
Visit 2: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rganization 
Visit 4: DC 

Mayor’s Office

Captiol 
Hill Tour & 

Briefing

Organization 
Visit 9:  

Smithsonian   
Institute 

(1:00-3:00)

Session 2: 
Interview 

Skills
 

4:00pm-
5:30pm

Session 1: 
Networking 

Skills

Organization   
Visit 5: U.S. 
Chamber of 
Commerce

Organization 
Visit 7: 

Bennett 
Group 

Financial

Organization 
Visit 10: The 
World Bank
(3:30-5:00)

Organization 
Visit 11: 
KOTRA

 
Organization 

Visit 12:
IDB

6:00pm-
7:00pm Dinner Dinner

Networking   
Reception 

with Korean 
American 
leaders

Dinner

SNU Alumni 
Night

Closing 
Dinner  

7:00pm-
9:00pm

Presentation 
Rehearsal &

Coaching 
Sessions

Presentation 
Rehearsal &

Coaching 
Sessions

Session 3: 
Leadership 

Free Time/
P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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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학생 발표 주제 

기관 발표 학생 발표 주제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안성규(농경제사회학부 4학년)
SME and FTA: 

Particular case in automobile industry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다경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4학년)

GREEN GROWTH: What makes Korea 
emerge as a green-leader?

Prudential Financial 최세진(전기·정보공학부 3학년) Lobbying and Lobbyists in Korea

DC Mayor’s Office on 
Asian Pacific Islander 

Affairs
윤미현(정치외교학 석사 1학년)

“Fastest-Growing Race Group” in the United 
States: A Comparative Study of U.S. Cities 

with Large Asian Populations

U.S. Chamber of 
Commerce Business 
Leadership Center

성예지(경제학부 4학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 
Latin America with Regard to the Role of 

Business in Society

Radio Free Asia 이지영(영어교육과 3학년)
Suggestions for Small Changes with Broad 

Perspective and Specific Plans

Bennett Group 
Financial

신주영(사회교육과 3학년) The Emerging Market: China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이지현(영어영문학과 3학년)

How the Two Koreas View Each Other Based 
on Individual Perceptions

Smithsonian 
Institution

정윤희(소비자아동학부 3학년)
The Role of Museums in International 

Diplomacy

The World Bank
정다은(미학과 4학년)

최윤정(영어영문학과 3학년)
Korea: Young Talents and Development

KOTRA 유송현(국제지역학 석사 2학년)
In Case of FTA and TPP, Changing World 

Order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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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Washington, D.C.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서울대학교 포털에 있는 게시판을 통해 처음으로 2012 Global Talent 

Program-Washington, D.C. 편을 알게 되었다.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대

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공부를 하고 있고, 또한 내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어

서 워싱턴에서의 정치 및 외교와 관련된 인턴십 기회를 알게 되었을 때 많

은 관심이 있었다. 석사과정을 2012년 후기에 시작했고 그래서 만약에 내 

관심이 끌리는 인턴십 기회가 있다면 공부하는 도중 할 수 있게 인턴십에 

대한 많은 지식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빨리 알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학생 보고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GTP 

윤미현 (정치외교학 석사 1학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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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정 

프로그램 신청 절차는 지원서 제출과 인터뷰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서가 요구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현재 교육과정, 이전에 다닌 학

교, 외국어 실력, 과외활동, 연구 경험, 장학금 및 수상, 방문할 기관 또는 

기업에 관한 관심도. 그리고 지원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statement of 

purpose이고 두 질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왜 2012 

Global Talent Program에 지원합니까?’였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의 어떤 

자질, 능력 및 관심사가 2012 GTP에 가장 적합한 후보로 만듭니까? 이 프

로그램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습니까?’이다. 다음 GTP에 참여하고 싶은 학

생들은 (그리고 지원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 GTP의 다음 대상 국가는 영국이

라는 소문이 있다!) statement of purpose에 많은 생각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해주고 싶다. 이 부분이 인터뷰에 초대되는 데에 큰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할 때, 왜 수많은 밝고 재능 있는 서울

대 학생들 중에서 본인이 가장 GTP에 적합한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인터뷰에 초대 받은 학생들은 지원서 제출일로부터 한 일주일쯤 지나야 

알게 되고, 인터뷰는 통지 받은 이틀 뒤에 있었다. 올해 GTP는 워싱턴으로 

가기 때문에 인터뷰는 당연히 영어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당일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많은 학생들이 영어로 질문과 답을 연습하는 것을 보

았다. 하지만 나는 내 영어 실력에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

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내 이름이 불려 인터뷰 방에 들어가서는 국제대

학원 김태균 교수님과 경력개발센터 박희영 선생님을 만났다. 먼저 교수님

과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한 후, 나에게도 간단한 자기소개와 나의 GTP에 

대한 관심을 물으셨다. 특히, 모든 교육과정을 미국에서 끝낸 미국 시민이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이유와 이 상황이 내가 GTP를 참석하고 싶은 

이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물으셨다. 인터뷰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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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시간은 매우 짧은 10분에서 15분 사이였다. 내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인터뷰의 빠른 진행을 위해 질문하지 못했다는 점

도 기억이 난다. 

합격한 학생들은 합격 통보를 박 선생님이 보낸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되었

다. 이메일 내용은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대한 정보와 (아래 부분에서 더 논의 예

정) 짧은 시간 안에 몇 가지를 완료하도록 요청했다. 즉, 한국 국적을 갖고 있

는 학생들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신청해야 했다. 또한, 모든 학생은 본인

의 여권 사진 페이지를 제출해야 했고, GTP 서약서를 서명하고 제출해야 했

다. 비행기 표 구매와 모든 학생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는 가능

한 빨리 완료할 필요성이 있었다. 

사전교육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에 모든 학생이 사전교육에 참석해야 했다. 첫 미팅에

서는 학생들이 자신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의 다른 참가자를 만날 수 있는 오리

엔테이션이 있었다. 올해의 GTP 참가자는 대학원생 두 명(나와 국제대학원생 

한 명)과 바이오시스템, 영어 교육, 미학 등등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는 학부생 

열 명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의 전공은 다양했고, 이를 통해 반드시 모든 

참가자가 GTP 주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

다. 나는 이런 다양성이 더 재미있는 GTP 그룹을 구성할 수 있었고, 서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워싱턴으로 출발하기 전에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GTP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고 개발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쓰기, 비즈니

스 에티켓 및 발표에 관한 수업을 들었다. GTP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

분은 방문할 각 기관 및 회사에서 학생들한테 내준 발표 주제이다(일부 학생

들은 발표 주제가 주어지지 않아 본인이 힘들게 기관/회사를 연구해서 관심 있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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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표 주제를 스스로 생각해야 했다). 그래서 사전교육 대부분의 시간은 발

표 기술과 발표 연습에 제일 많이 소요되었다. 올해에는 열한 군데를 방문

했다.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Prudential Financial, D.C. Mayor’s 

Office on Asian and Pacific Islander Affairs, U.S. Chamber of Commerce’s 

Business Civic Leadership Center, Radio Free Asia, Bennett Group Financial 

Services,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Smithsonian 

Institution’s Asia Cultural History Program, The World Bank, 그리고 

KOTRA. 

직업상 기술을 배우고 발표를 연습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동료 

GTP 참가자들이랑 친해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팀장인 나와 다른 대

학원생은 출발 날짜 전에 팀별로 친해질 수 있게 식사를 하며 미니 오리엔테

이션을 가졌다. GTP 참가자들은 출발 전 사전교육과 일주일 동안 현지활동을 

하며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기 때문에 모두 빨리 친해지는 게 좋다고 생

각했다. 이런 모임을 통해 학교가 크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웹 사이트에 따르면, D.C. 시장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사무실(OAPIA)

은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2001년 10월까지는 시장 중역실의 일부였지만, 

Asian and Pacific Islander Community Development Act 2000을 통해 독

립 기관이 되었다. OAPIA의 임무는 지원과 참여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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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미국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OAPIA는 시장, 시의회 및 

도시부서에 AAPI(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커뮤니티의 의견, 

니즈(needs) 및 고민에 대해 조언하고, 도시 프로그램 및 AAPI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한 권고, AAPI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

시키는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OAPIA는 정부와 AAPI 커뮤니티 사이

의 연락을 담당하고, 공공 안전, 인권, 경제 발전, 주택, 고용, 사회 서비스, 

보건, 교통, 교육, 다문화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 OAPIA와 가장 유사한 조직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외국인

지원센터일 것이다. 지원센터는 서울글로벌센터, 서울글로벌빌리지센터, 

서울글로벌문화관광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서울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있다. 이러한 조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특별

시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서울글로벌센터는 인증서 발급 서비

스 및 운전면허 서비스를 포함한 비즈니스 컨설팅 및 공공 관리 및 지원에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표 주제 및 내용 

OAPIA는 발표 주제를 지정하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 주제를 생각해내야 

했다. 발표과정을 통틀어서 나는 발표주제를 생각해내는 것이 제일 힘들었

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박 선생님과 발표 연습을 도와주시는 선생님의 승

낙이 떨어져 주제가 확정될 때까지 여러 시도가 있었다. 마지막 주제를 정

하기 전에 총 세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많은 아시안 인구

를 가지고 있는 미국 도시의 비교연구’라는 주제를 선정하기까지 많은 어

려움을 겪었다. 발표는 먼저 이 주제에 맞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비교

했고, 그리고 워싱턴이 어떻게 이 비교연구에 맞는지 논의했다. OAPIA가 

미래에는 어떻게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제안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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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했다. 

자세히 요약하자면, 발표 내용은 아시아인이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하는 인종 그룹인 것을 보여 주었고, 최근 10년 동안은 히스패닉 인구를 초

과했다는 것도 보여 주었다. 아시아 인구가 제일 많은 미국 도시 순서는 뉴

욕(110만 명), 로스앤젤레스(48만4,000명), 산호세(32만7,000명), 샌프란시스

코, 샌디에이고, 그리고 호놀룰루(마지막 세 도시는 각각 200,000명이 넘는다)

이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했고, 워싱턴을 이 

두 도시와 비교했다. 블랙/아프리카계 미국인 수는 50.7%로 D.C. 인구를 

지배했고, 백인(38.5%)과 아시아인(3.5%)으로 이어졌다. 모든 통계자료 및 

정보는 미국 국세 조사뿐만 아니라, 뉴욕과 가까운 거리에서 18년 가까이 

살았던 내 개인 경험에 관련된 일화에서 나왔다. 

나는 구수현 국장님과 OAPIA의 공공 정보 책임자 및 아웃리치 전문가인 

Dian Hermann 씨에게 발표를 했고, 발표에 대한 좋은 피드백과 OAPIA의 

현재와 미래 계획 및 전략에 대한 추가 정보를 들었다.

Washington, D.C. 시청 아태계국에서 발표하는 나의 모습.

Washington, D.C. 시청의 구수현(왼쪽에서 두 번째) 아태계 국장님께 

기념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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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교육, 특강 등 기타 활동 

기관 방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위싱턴센터에

서 개최한 다양한 세션과 활동에 참가했다. 총 세 세션이 있었고, 그것들은 

네트워킹 기술, 리더십 및 면접 기술이었다. 네트워킹 기술 세션에서는 네

트워킹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과 전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방법

을 학습했다. 특히, 우리는 15초에서 30초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연습했고, 

네트워킹 행사에서 적절한 행동에 대해 배웠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게 보

이는 것은 좋지만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

리는 한인 리더들 네트워킹 리셉션에서 세션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리더십 세션에서는 워싱턴센터에서 버지니아의 국제 무역 통상 부차관 

Jimmy Rhee 씨를 초대했다. 그는 리더십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과 인생 이

야기를 들려 주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분이 미국 태권도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Jhoon Rhee(이준구) 씨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

터뷰 스킬 세션에서는 면접 전, 중,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웠다. 

일주일 동안 워싱턴 현지 활동 중에 내가 제일 좋아했던 부분은 국회의

사당 방문이었다. 우리는 국회의사당 건물 투어를 받고, 지하 터널을 통해 

뉴욕의 13의회 지구를 대표하는 민주당 Charles B. Rangel 하원의원을 만

났다. 뉴저지와 뉴욕의 근접으로 인해 Rangel 의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듣고 싶

어했지만, 우리가 질문에 대답하기도 전에 미팅 시간이 다 되었다. 개인적

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심지어 미국 시민도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국회의사당 일부를 보는 독특한 경험이 좋았다. 

또한, 우리가 워싱턴 지역에 거주하는 동문을 만나고 대화할 기회가 있

었던 서울대 동문의 밤도 유익했다. 참석한 동문은 다양한 나이대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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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표했고, 선배님들 각각 본인의 직업에서 성공을 이루었다. 놀랍게도 

나는 동문회에서 고등학교 동창의 아버님을 만났고, 이 만남이 정직한 삶

의 중요성을 증명해주었다. 그리고 선배님들의 경험을 통해 LinkedIn(직장

인들을 위한 페이스북)이 인터뷰 및 취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3. GTP-Washington, D.C.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나는 GTP 참여로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

육과정을 미국에서 완료하고 심지어 졸업 이후 취직 경험도 있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쓰기, 비즈니스 에티켓, 발표, 네트워킹 기술, 리더십 및 면

Networking Reception에서 윤순구(첫 줄 왼쪽에서 네 번째) 워싱턴 총영사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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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기술 수업에서 새로운 배움은 얻지 못했지만, 좋은 복습이었다. 하지

만, 내가 GTP에서 얻은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사람 관계의 중요성과 관계

의 유지다. 우리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고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

가 워싱턴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

지만, 최소한 다른 GTP 참가자들, 김 교수님, 박 선생님과 연락하고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계획 

당분간 내 미래의 계획은 정치학 석사과정을 마무리하고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이다. 

GTP 준비 및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GTP를 준비하거나 해외 인턴십을 얻으려면, 해당 언어에 대한 유창한 

능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의 GTP는 위싱턴에서 

개최되어 영어실력이 중요했다. 모든 참가 학생이 훌륭한 영어 구사 능력

을 갖고 있었다. 어린 나이부터 의무 영어 교육을 시작한 점도 있겠지만, 이

번 참가자들은 개인의 의지로 자기 실력을 개선하고 연습한 게 보인다. 

또한, 헌신과 열정을 비롯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발표주제가 결정되고 나서 나는 비교적으로 편했다. 영어 구사에 문제가 

없고 발표 경험이 있어 무대 공포증도 없다. 하지만 다른 GTP 참석자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어서 발표 스크립트를 외우기 위해 밤낮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런 자질을 갖추고 있어 GTP 참가자로 

선발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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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Washington D.C. 편을 준비하며

GTP 워싱턴 편을 알게 된 계기는 학교 포털 사이트의 메일을 통해서였

다. 처음 메일을 봤을 때 다른 외국에는 여행도 다녀와보고 일본에서 유학

을 한 경험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GTP 워싱턴 프로그램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력을 느

꼈던 것도 잠시, 당시는 정신 없이 돌아가는 학기 중이기도 했고 졸업논문

의 프로포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GTP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

았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와 대화 중에 우연히 GTP 

워싱턴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 친구는 항상 학교의 여러 프

로그램과 대외활동 등에 활발히 참여하는 굉장히 꼼꼼하고 적극적인 친구

였고 나는 항상 그 친구를 보며 나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

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곤 했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친구는 이

미 GTP 워싱턴 편에 지원을 했다고 했다.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좋겠

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나도 한번 이번 프로그램에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

도전의 시간 

유송현 (국제대학원 국제지역학과 석사 2학년)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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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했다. 경력개발센터에서 온 메일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 평소 일본 정

치와 한일관계에 관심이 많던 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

램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번 GTP 워싱턴 편은 정치・외교 편으로 

일본의 정치와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미국의 

정치・외교를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신청서 마감이 얼마 남

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 질문, 한 질문 곰곰이 생각하며 내가 이 프로그램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프로그램에 끌리게 된 이유

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다른 신청자들과 다르게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

여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했다. 

매우 촉박하게 신청했지만 다행히도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함께 신청한 

친구와 함께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다. 면접을 보기 전 대기실로 들어가보

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면접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

다. 나는 이번 프로그램이 경력개발센터를 통해 열리는 프로그램이고 고학

번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에게 더욱

더 문이 크게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예상은 크

게 벗어났다. 면접에 들어가기 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이신 박희영 선생님

께 대학원생을 몇 명이나 뽑냐고 여쭤보자 12명의 합격자 중 대학원생은 2

명이라고 대답하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이야기를 듣기 전보다 훨

씬 더 긴장되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학생으로서 마지막으로 참가

할지도 모르는 학교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며 긴장되는 마음을 가다듬

고 면접실로 들어갔다. 면접 질문들은 면접에서 흔히 예상되는 나의 장점

과 단점에 관한 질문들부터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로 이뤄졌다. 특히 내가 

몇 안 되는 대학원생이어서 그런지 리더십과 학생관리에 관한 질문들이 많

았다. 긴장되었던 5분에서 10분가량의 면접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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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기다리던 결과가 나왔다. 같이 신청한 친구는 함께 가지 못하게 되어 홀

로 GTP 워싱턴 편의 사전교육에 참가하게 되었다. 워싱턴에 함께 가게 된 

친구들을 만난 것은 GTP의 첫 공식 행사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였다. 

함께 갈 친구가 없어져 의기소침해진 나는 어딘가 야무져 보이고 포스가 

넘치는 이 친구들 속에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박희

영 선생님께서는 지난 GTP 참가자들은 GTP를 통해 좋은 우정을 쌓고 아

직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참가자들을 보았을 때는 선생님의 그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물론 그 후에 선생님의 말씀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참가자들을 보았을 때도 걱정이 앞섰지만 맨 처음 GTP의 상세한 스케줄

을 보고 나니 더더욱 걱정이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말고사 기간과 절묘

하게 맞아 떨어져 나의 학기말 스케줄의 앞뒤를 꽉꽉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먼저 워싱턴에 가기에 앞서 발표기관이 정해지고 정해진 발표기관에 따

라 각자 다른 다양한 분야의 주제가 정해졌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어

떠한 기관들이 있는지 알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기관을 세 군데 정해 그

중 적합한 곳으로 배치받은 것이다. 나는 Woodrow Wilson Center, D.C. 

Mayor’s Office, KOTRA 이렇게 세 군데를 선택했고 그 가운데 KOTRA를 

담당하게 되었다. 여러 기관 중 KOTRA를 선택했던 이유는 다른 기관들보

다 이름이 덜 생소하고 미국에 처음 가보는 나에게 익숙한 기관이라는 이

유가 컸다. 하지만 막상 KOTRA를 맡아 발표 준비를 해보니 내가 미국과 

한국의 무역에 관해 아는 것이 정말 없고 경제 지식도 떨어진다는 점을 뼈

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결국 나는 발표 주제를 경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의 전공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다가올 2013

년 한국과 무역 관계를 맺는 주요 3국,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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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의 무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로 잡아보기로 했다. 

허겁지겁 PPT를 준비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열린 사전 수업에 참가했다. 

수업에서 발표를 준비하듯 가벼운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던 나

는 맨 처음 봉민아 선생님과 함께한 프레젠테이션 수업에서 충격과 공포를 

맛보고 말았다. 여태까지 학교 수업에서 PPT를 준비해 프레젠테이션을 해

본 경험은 많았지만 발표 내용이 아닌 프레젠테이션의 방법, 효과적인 PPT 

작성법, 발표 속도 등 발표의 방법에 대해 공부를 한 적도, 지적을 받아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봉민아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발표하게 될 기관의 

특징과 발표의 구성, 목소리, 속도 등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지적

해 주셨다. 또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관, 기업에서 학생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만의 강점을 살려서 발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전략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다. 

그 다음으로 이어진 수업은 레쥬메와 커버레터의 작성법을 알아보는 시

간이었다. 나는 한국과 일본의 채용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미국에서 사용되는 레쥬메와 커버레터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 수업과 GTP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길고 소설 같은 이

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간략하고 심플한, 나의 

강점과 열정이 담긴 단 한 장의 레쥬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레

쥬메를 부친 후에 그들에게 나의 레쥬메를 보낼 편지, 즉 커버레터가 필요

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여러 가지 실습을 통해 어떤 레쥬메와 커버레

터가 읽기 쉽고 기업의 눈을 끄는지도 알게 되었다. 두 번의 프레젠테이션 

수업, 한 번의 레쥬메 수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KOTRA에서 나오신 최현필 

팀장님의 비즈니스 매너 수업과 함께 틈틈이 자신의 발표를 봉민아 선생님

과 지도교수님이었던 김태균 교수님에게 개별적으로 지도 받았다. 모든 준

비가 끝나고 드디어 워싱턴으로 출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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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활동

워싱턴에 도착해서 

일요일 아침에 모두 인천공항에서 만나 두근거리는 기대감을 안고 워싱

턴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 약 13시간의 비행 후에 도착한 워싱턴은 시

차 때문에 아직 일요일 오후 5시쯤이었다. 호텔에 도착해 조금 쉴 수 있을

까 하고 생각했지만 긴 비행 때문에 피곤한 몸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바로 

워싱턴에서의 일정으로 들어갔다. 간단한 저녁 식사 후에 호텔에서 다른 

참가 학생 앞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발표가 이어졌고 워싱턴센터에서 오

신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개별 레슨도 진행되었다. 원어민 선생님들

은 나의 발음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들어주셨고 발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셨다. 워싱턴에 도착한 첫 날부터 이어진 

링컨 기념관 앞 Reflecting Pool에서.

Washington Monument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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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한 스케줄 때문에 몸은 힘들었지만 지금 내가 워싱턴에 있다는 설렘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일정에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다. 

비록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박희영 선생님과 임정란 선생님이 워싱턴에 

온 우리에게 여러 가지 체험과 관광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바쁜 일정 속

에서도 워싱턴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유적지인 링컨 메모리얼, 미 국회의

사당,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을 방문할 수 있었고 미 국회의사당과 스미소

니언 박물관에서는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투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가

졌다. 

KOTRA에서의 발표

나는 발표가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롭게 발

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내가 발표를 맡게 된 KOTRA 워싱턴 무역관은 미

미 국회의사당 투어.

Charles Rangel 의원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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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곳곳에 배치된 KOTRA 북미지역본부 중 한 군데였고 미국의 수도인 워

싱턴 D.C.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다던가, 미

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을 미국의 정부

기관과 연결해 주는 등 미국의 수도이자 많은 정부청사들이 모여 있는 워

싱턴 D.C.의 특색이 돋보이는 일 또한 맡고 있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경제나 무역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나는 이번 발표를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에 한국이 선택한 무역 전략, 즉 

FTA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 좀더 정치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했다. 

내가 발표를 준비하던 시기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고 중국은 시

진핑의 집권이 시작되고 있었고, 일본 또한 노다의 민주당 정권에서 자민

당의 아베정권으로 정권이 바뀌는 것이 예상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대한민

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의 정권이 바뀌거나 새로운 임기

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한국 무역의 전망과 앞으로의 위기 혹은 기회에 대

해 KOTRA에서 발표해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발표의 중심이 

되었던 나의 research question은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정치적 변화

가 한국과의 FTA 혹은 TPP를 촉진시키는가? 혹은 저하시키는가?’였다. 그

리고 이 research question을 토대로 KOTRA에서는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 기업들과 한국의 무역 촉진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세우면 좋

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비록 내가 KOTRA에서 발표하는 입장이었지만 발표를 위한 대부분의 

자료는 KOTRA의 홈페이지나 신문 기사에서 대부분 찾을 수 있었다. 특

히 KOTRA의 Global Window 사이트는 한국이 무역을 진행하고 있는 모

든 나라의 자료와 그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와 무역에 대해 상세하

게 알아볼 수 있는 리포트와 보고서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정

보의 장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 강의해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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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최현필 팀장님의 워싱턴에서의 경험과 도움을 토대로 보다 현장

감 있고 시기에 맞는 분석을 할 수 있었다.  

드디어 발표날이 다가왔고 긴장감과 설레는 마음을 안고 KOTRA로 들

어갔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발표 대상이 외국인이어서 어쩔 수 없이 영

어로 발표를 진행했던 것에 반해, 나는 모든 직원들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KOTRA에서 영어로 발표를 하는 어색한 상황이었지만 이왕 영어로 발표

하기로 한 이상 최대한 열의와 성의를 다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KOTRA 워싱턴 무역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끝나고 내 발표가 시작되

었다. 먼저 미국 오바마의 재선이 한-미 무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중국 

시진핑의 집권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를 발표했다. 

그리고 짧게 현재 일본의 상황과 한국이 일본과의 계속되는 역사적 문제, 

외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일본과의 무역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지도 덧붙였다. 발표의 마지막은 발표를 준비할 때 가장 골머리를 썩

었던 부분인 내가 KOTRA에 제안하는 무역 증진 방법을 제시하며 마무리

했다. 

KOTRA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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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되는 발표 시간이 끝나고 더더욱 긴장되는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날카로운 눈으로 나의 발표를 지켜보시던 오혁종 관

장님의 무서운 질문이 이어졌다. 오혁종 관장님의 질문 중 내가 가장 대답

을 하기 어려웠던 것은 한국과 일본의 FTA를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

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다. 비록 오 관장님의 질문에 100퍼센트 대

답하지는 못했지만 일본과의 FTA 체결과 무역 증진은 일본과 한국이 가지

고 있는 역사 문제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정치, 외교적 문제들을 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발표 자체보다 어려웠던 오혁종 관장님과의 질의

응답이 끝나고 참가 학생들이 KOTRA 워싱턴 무역관에 대해 여러 가지 질

문할 수 있는 시간이 이어졌다. 

 비록 KOTRA 워싱턴 무역관에서는 짧은 기간의 인턴십을 제공하고 있

지 않았고 인턴십에 지원하거나 KOTRA에 관심이 있다면 공채를 통해 지

원해야 했지만 KOTRA에 대해 조사하고 공부함으로써 한국과 여러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 경제에 그다지 많은 

발표 후 기념패 전달과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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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없던 내가 정치, 외교, 그리고 경제는 뗄래야 땔 수 없는 관계에 있

는 유기체적 관계라는 것을 더더욱 통감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Global 

Window라는 무궁무진한 정보의 창을 알게 된 것도 이번 KOTRA 발표를 

하며 얻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3. GTP-Washington, D.C. 편을 마치며

한달 남짓의 짧은 시간이었고 정작 워싱턴에 머물렀던 시간은 일주일이

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GTP 워싱턴 편은 나에게 많은 것을 남겨준 보람

차고 값진 경험이었다. GTP 워싱턴 편은 항상 생각만 많이 하고 실천은 하

지 않았던 내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참가한 해외 프로그램이었고, 프로그

Networking Reception에서.

현지 수료식에서 Washington Center의 임정란 선생님, 다리오와 함께.



 학생 보고서

미국 워싱턴: 정치·외교 편   31

램에 참가해서 얻은 것뿐만 아니라 준

비 과정에서 얻은 여러 가지 지식과 

우정은 한달 만에 얻었다고는 생각되

지 않을 정도로 방대한 양이었다. 

먼저 워싱턴에서 워싱턴센터의 네

트워킹 리셉션과 서울대 워싱턴 동

문회를 통해 느꼈던 첫 번째 문화적 

충격은 네트워킹, 즉 사람과 사람

의 연결의 중요성이었다. 나는 항

상 네트워킹, 보다 한국적으로 표

현한다면 인맥을 이용해 무언가를 

하거나 얻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

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부

정적 인상을 가지면서도 내가 어떠한 분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누군가를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

다. 하지만 미국에서 네트워킹 리셉션, 네트워킹 스킬 등을 통해 내가 생각

하는 인맥은 굉장히 좁은 의미의 인맥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네트워킹 또한 

내가 일궈내는 나의 성과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내가 일하는 기관에서 

나의 장점과 강점, 성과 등을 당당히 밝히고 나의 존재감을 사람들에게 강

하게 심어줘야 좋은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네트워크를 

사용해 일이나 다른 사람을 얻게 되는 것 또한 나의 능력인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에만 있었다면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제기구

들을 방문한 것도 굉장한 성과였다. 월드뱅크, 미주 개발 은행, 우드로 윌슨 

센터 등의 기관들은 학교의 도움 없이는 방문해 볼 수 없는 기관이었고 그

러한 기관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이러한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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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세계의 일부분이 되고 싶다고 강렬하게 느꼈다. 

세 번째로 GTP 워싱턴 편을 통해 얻은 것은 GTP 네트워크, 즉 함께 참

가한 학생들이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보다 어린 학부생이었지만 열정적

인 자세와 도전정신, 풍부한 지식 등 앞으로 졸업까지 한 학기밖에 남지 않

은 나에게 학생시절의 끝자락에 얻은 소중한 자산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

다(결국 박희영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맞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TP 워싱턴 편을 통해 큰 과제를 얻었다. 나는 대학

원을 졸업한 뒤에 막연하게 기업이나 공기업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생각

할 풀이 굉장히 넓어진 것을 느꼈다. 나의 필드가 한국뿐만이 아닌 미국, 혹

은 전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이번 GTP 워싱턴 

편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 기분이다. 아직 뚜

렷하게 나의 목표와 목적지를 알 수는 없지만 이번 GTP 워싱턴 편이 아니

었다면 이러한 선택지가 이렇게 나와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수많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사람을 얻게 해준 Global 

Talent Program을 한국이 너무 좁다고 느끼는 많은 후배들과 동료 학생들

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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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Washington, D.C.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서울대학교 학생들 사이에 GTP 프로그램은 인지도가 높다. 매 학기 한 

도시를 방문하는데 그 도시의 특색에 맞게 프로그램이 구성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나 역시도 매 학기 GTP 프로그램이 공지될 때마다 방문 도시와 

목표를 알았고, 관심을 가져 왔다. 특히, GTP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색은 

매번 다른 도시가 선택되고 그에 따라 방문 목적이 조금씩 달랐다는 점이

라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서울대학교 학생

들에게 열린 기회를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 것 같다. 가령 월

스트리트를 방문할 때는 재무, 금융공학 등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스위

스를 방문할 때는 국제기구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방문기관이나 기업이 한쪽으로 아주 편중되지 않아 다양

한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 프로

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번 GTP-Washington, D.C. 편에 참가한 

세상 보는 시야를 넓혀준 GTP 

성예지 (경제학부 08학번)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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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모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까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일주일 가까이 프로그램이 진행되

는 동안 여러 학과와 다양한 배경에서 참여하는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얻는 

배움의 깊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GTP 프로그램의 인지도는 학생들 사이에서 매우 높고, 나에게

도 GTP 프로그램은 졸업하기 전에 참여하고 싶었던 활동 중에 하나였다.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앞둔 나에게 있어 GTP 

프로그램은 새로운 경험이자 도전이었다. 특히 Washington, D.C.는 국제 

사회 진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있어 최적의 도시임이 분명했다. 미국의 

수도로, 세계의 수도로 자리 매김을 해온 도시인 Washington, D.C.는 나에

게 긍정적인 동기 부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Washington, D.C.에는 공공 부문의 여러 기관들의 본부가 자리 잡고 있

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도시에는 Think-tank와 미술관이 위치하고 있

으며, 무엇보다도 많은 국제기구의 본부가 밀집되어 있다. 향후 국제 무대

에서 활동하고 싶었던 나에게 Washington, D.C.에서 진행되는 GTP 프로

그램은 분명히 좋은 기회였다. 게다가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학부생으로서 국제기구나 세계 굴지의 기업에서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갖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Washington, D.C.를 방문하고, 거기에 있는 기관이

나 기업에 가보는 것만으로도 내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

했던 터였다. 이처럼 졸업을 앞두고 새로운 도전과 그를 통한 개인적 성장

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GTP-Washington, D.C. 편에 지원하게 되었

고, 기대하는 바가 컸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게다가 GTP 프로그램의 또 다른 이점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을 방문하



 학생 보고서

미국 워싱턴: 정치·외교 편   35

는데 그치지 않고, 발표 과정을 지도하고 현지에 가서도 여러 교육과 네트

워킹 일정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데 있었다. 지원을 하기 전에 이

와 같은 계획이 함께 공지되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겼다. 

가령, Washington, D.C.에 정착한 서울대 선배님들과의 동문의 밤이나, 

Washington, D.C.에서 활동하는 한인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학교 

생활과는 다른 색다른 기회가 될 터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관을 방문

하고 현지에서도 교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알아나갈 수 있는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나는 GTP 프로그램

에 지원하게 되었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게 되었

다. 사전교육이 시작된 시점부터 본 일정을 합치면 한 달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원과정

내가 처음 GTP-Washington, D.C. 편을 접한 것은 학교 길목에 부착된 

포스터를 보고서였다. 이처럼 길목마다 포스터나 플래카드로 홍보가 잘 되

어 있었고, 학교 포털 게시판에도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그리고 학생 개인 

메일로도 공지가 되어서, 관심을 가진 학생이 있다면 지원과정에 대한 모

든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 같다. 

GTP 프로그램의 선발과정은 까다롭지 않았다. 1차 전형은 서류전형, 2차 

전형은 영어 면접으로 진행되었다. 서류전형으로는 자기소개서와 참가 지

원서 등을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형식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

한 모든 공지사항이나 결과는 경력개발센터의 웹 페이지에도 동시에 게제

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도 전화나 메일, 방문 등으로 손쉽게 할 

수 있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나 선발에 대한 기준이나 날짜 등을 몰라

서 생기는 불편함은 없었다. 그리고 지난해 진행되었던 GTP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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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고 참가한 학생들의 보고서를 담은 브로슈어가 경력개발센터 웹 페

이지에 링크되어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도 좋을 듯하다. 지난번 GTP 프로

그램에서 어떤 도시를 방문했고, 그 도시의 어떤 기업들을 방문했는지, 그

리고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에 대한 소개가 잘 

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1차 전형에서는 자기자신을 어필하는 서류를 내야 했

다. 특히,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 자

신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고, 어떻게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술이 주를 이룬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은 계기가 

무엇이고, 자신의 진로와 연계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동료 학

생들과 활동할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언급이 빠져서는 안 되

겠다.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

실히 하고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 

경력개발센터 웹 페이지에 서류를 제출하고 1차 전형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그 이후에는 2차 전형인 영어 면접이 기다리고 있다. 5분가량의 짧은 

면접이었고, 프로그램과 지원자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영어 

면접은 학생 한 명과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교수님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테스트하면서 동시에 프로그램을 위한 준

비가 적절히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자리였다. 가령,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이유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발표하

고 싶은 기관 등에 대해 대답하게 된다. 또한 열 명가량의 학생들이 참여하

는 까닭에 팀워크에 대한 질문도 하셨다. 일주일을 타지에서 함께 보내는 

터라, 팀워크를 해치지 않고 좋은 그룹을 만들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자 하는 것이 영어 면접의 목표 중 하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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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GTP-Washington, D.C. 편에는 총 네 번의 사전 교육이 있었다. 모든 선

발이 종료된 이후에 곧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고, 일주일에 두 번씩 이

주간 사전교육이 진행되었다. 두 번은 Washington, D.C.에서 진행될 발표

를 위한 시간이었고, 이외에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쓰는 교육, 글로벌 비즈

니스 매너에 관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었다. 2주 동안 네 번의 사전교육이라

고 해서 배울 것 없는, 그저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었다. 함께 참여한 학생들

의 경험에 따르면, 첫 번째 교육을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다.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력서, 커버레터 등 교육 시간에 코멘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준비를 철저

히 하지 않으면 사전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오리엔테이

션이 진행되었던 날부터 모든 준비가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강도 높은 교육은 프레젠테이션 기술에 대한 교육이었

다. GTP 프로그램이 시중의 많은 견학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큰 특징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깊게 참여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맞는 역할이 크다

는 데에 있다. 프레젠테이션이 그 예가 된다. GTP 프로그램에서는 한 기관

을 방문할 때마다 한 명의 학생이 발표를 하게 짜여 있었다. 프로그램에 선

발이 되면, Washington, D.C.에서 방문할 기관 중 자신이 발표를 하고 싶

은 곳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자신의 관심사와 진로 방향에 부합하는 기관

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덕에 보다 충실한 발표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생

각한다. 따라서 모든 참여 학생들은 각자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 자료

를 준비해야 했다. 참가 학생들은 20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했고, 보통은 PPT와 같은 시각 자료를 이용했다. 

사전교육 중 첫 주에는 프레젠테이션 기술에 관해 두 번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었다. 매번 세 시간 정도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 전날까지 프레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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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션 준비를 마쳐야 했고, 교육 당일에는 각자 제작한 파워포인트 자료

를 이용해 직접 발표를 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발표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발표 내용을 보충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전문 코치 선

생님께서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하셨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셨고, 발표 내용이나 조직을 

고치는 방향에 관해 조언해 주셨다. 또, 한 학생이 발표를 할 때, 선생님을 

비롯해 모든 학생이 함께 들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 리허설

을 하다 보니, 실제로 발표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고 이는 매우 도움

이 되었다. 게다가 각 학생들이 서로 다른 전공이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조

언도 매우 유용했다. 우리는 서로 의견을 교류할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해서 

자신의 발표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프레젠테이션 코칭

은 매우 유용했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다음 사전 교육은 이력서와 커버레터 쓰는 법에 관한 것이었다. 언어교

육원 선생님께서 이력서와 커버레터에 대한 개괄적인 수업을 해주셨고, 좋

은 예를 몇 가지 보여주셨다. 선생님께서는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쓰는 경

험이 풍부하셔서, 학생들이 범하는 잦은 오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학생들이 작성한 이력서와 커버레터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셨다. 각

자 작성해온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모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서로 코멘트를 했다. 자신의 이력서를 모든 사람이 읽는다고 생

각하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이력서를 보는 

것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바로 잡는 것도 쉬웠다. 

세션이 끝난 후에는 모든 학생이 보다 잘 조직된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

게 되었다. 모든 학생이 어디를 지원하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알찬 시간이었다. 한편, 커버레터는 이력서와는 다르게 자신의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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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더 두드러진다. 이력서는 보다 형식적이고 단순하다면, 커버레터에서

는 자신의 강점과 포부를 더 드러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각자 기관에 맞게 

커버레터를 작성할 수 있어야 했다. 예를 들어, 커버레터에는 내가 그 기관

이나 기업에 왜 지원하는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여

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마지막 사전교육은 한국과는 다른 미국의 문화에 관한 강의였다. 

KOTRA에 근무하시는 분께서 강의를 하셨다. 그 분은 Washington, D.C.에

서도 오래 근무하셔서 생생한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셨다. 우리는 미국의 

비즈니스 문화와 매너 등에 대해 배웠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일하면

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한다. 언어가 달라서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한국 문화와는 다른 미국 문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문화가 일상생

활이나 비즈니스 매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미리 배우는 것은 

좋은 기회 같았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흔한 악수 문화 

등은 흥미로웠다. 

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나는 U.S. Chamber of Commerce 산하의 The Business Civic 

Leadership Center(BCLC)에서 발표를 했다. BCLC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목표로 각계 산업과 비정부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기업에게 자문을 해주고, 그러한 활동을 확

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미국 내의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기아 문제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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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여러 기업의 활동을 장려한다. 이외에도 기업의 사회적 활동의 좋

은 예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발하여 상을 주기도 하는 등 새로운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솔선수범하고 있다. 

발표 주제 및 내용

나는 라틴아메리카에 근거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해 발표했다. 즉, 라틴아메리카의 CSR과 미국이

나 유럽국가의 CSR이 어떻게 다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조사하

고, 라틴아메리카만의 독특한 CSR 문화를 소개했다.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CSR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CSR은 기업이 정부의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독특했다. 가령, 우리가 흔히 정부의 영

역이라고 생각하는 직업 창출이나 전기 생산, 지역의 치안유지와 같은 영

역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정부들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

고 기업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지역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

려하기도 한다. 그 배경에는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건강한 기업 활동

을 수행하려는 동기가 있다.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즉 기본적인 공공서

비스가 보장되지 못하고 치안이 불안정하며 교육수준이 낮다면, 그러한 사

회에서는 기업이 살아남기가 어렵다. 기업을 유지하게 해줄 믿을 수 있는 

노동자들을 고용하기가 어렵고, 기업이 판매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할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찾기가 어렵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

기 위해 몇 개의 예를 소개했다. 그 중 하나는 아르헨티나 Microsoft사의 

CSR 활동이었다. Microsoft사는 지역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고치는 기술을 

알려주고, 이들을 통해 수많은 컴퓨터를 고친 후, 그 컴퓨터를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CSR 정책을 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일원이 기업의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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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건전한 커뮤니티를 함께 형성해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표 기관 활동

BCLC 방문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은 Jeff Lundy 씨였다. Jeff Lundy 

씨는 BCLC의 역할에 관해 설명해주셨다.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이야기였다. 많은 기업이 CSR 활동을 하도록 사회적인 기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SR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점이 인상 깊었다. CSR

이라는 개념마저도 애매했고, 그 정의가 시대마다 많이 달라져 왔다. 그리

고 흥미로운 점은 각 나라, 문화권, 커뮤니티마다 CSR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가령, 중국에는 많은 기업이 국가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그러므로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실은 그 기

업을 운영하는 정부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행

해지는 CSR 활동은 중국 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많았고, 그 골자는 벌

어진 사회 격차를 줄이는 데 있었다.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비교해보면서 배

U.S. Chamber of Commerce에서 나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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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바로는,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의 CSR 활동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선진국에서는 주로 친환경 소재, 공정 무역, 소

비자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공공 서

비스 제공, 치안 유지, 직업 창출에 초점을 모으고 있었다. 

이러한 개괄 후에 내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다. 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행해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해 발표를 했다. 그 이후에는 발표 

내용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셨고, 라틴아메리카에 내용을 국한시키지 않고 

한국의 CSR 활동에 관해 학생들과 함께 토의했다. 

기관 방문 내용

Washington, D.C. 여정의 첫 번째 방문은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었다. 발표 내용은 한미 FTA 발효가 양국의 소규모 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발표와 함께, 우리는 미국에서 중소규

모 산업분야의 육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들었다. 

특히,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어떠한 교육을 제공하는지에 

관해 배웠다.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내 동료 학생은 제주도에

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기술을 소개했다. EPA의 직원들은 한국에서 실

제로 행해지고 있는 친환경 정책에 매우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그

에 대한 열띤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또, EPA 측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시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미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친환경 정책과 

대학 연계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해주었다. EPA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인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 대학과의 연계 프로젝트에 대

한 긍정적인 평가도 남겨 놓았다. 

Radio Free Asia는 아시아국에 다양한 라디오 프로그램과 방송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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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중계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우리는 RFA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들었고 RFA 투어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투어 도중에 실제 녹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도 있었다. RFA가 더 많은 북한 청취자들을 모

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학생들의 토의 참여도 활발했다. 탈북자 문제나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

자는 학생들의 건의는 RFA 측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였다. 

D.C. Mayor’s Office에서는 Washington, D.C.에 살고 있는 아시아인들

에 대한 정책 관련 담화가 이어졌다. 실제로 Office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한

국 분이셨고, 보다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발표자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특히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D.C. Mayor’s Office 앞에서 교수님과 함께.

Radio Free Asia에서 발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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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들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건의를 했고 이는 매우 흥미로웠다. 

Prudential D.C. Office에서는 한국의 로비문화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

졌다. Vice president 한 분이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 정치권과 협상을 진

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는 법적으로 로비문

화가 권장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로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 있어 양

국은 극명히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미래의 한국의 로비문화가 어떻게 전

개될 지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회사 측에서는 한국에서의 시

장 확대를 계획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조언을 학생들에게 얻고자 했다. 특

히, Prudential은 한국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고자 한다고 했다. 그래서 

Prudential이 진행할 수 있는 CSR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코멘트를 원

했다. 현재 Prudential이 미국 내에서 하고 있는 CSR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서, 한국의 문화적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고안했다. 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Prudential 사에서는 많은 정보를 얻은 듯했다. 

Bennett Group Financial은 투자 컨설팅 회사이다. 더 세부적으로는, 비

교적 소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투자기업이다. 우리는 Bennett 

Group에서 일하시는 직원 분의 업무 내용, 업무 만족도와 같은 생생한 이

야기를 들었다. 발표의 주제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것이

었다.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이 세계에 미칠 경제적 영향에 매우 관심을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표 후에는 학생들이 투자기업에 가지는 질문

들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Woodrow Wilson Center에서는 북한을 연구하시는 연구원과 함께 즐

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국 인접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자료를 모아 북한 연

구를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들었고, 한국사를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Woodrow Wilson Center에서는 위키

피디아와 같이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웹 페이지 제작을 계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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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했고, 우리도 그 일부를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 북한 탈북자와 

북한 인권에 대한 발표 후에는 Woodrow Wilson Center 투어를 했다. 

이후에는 Smithsonian Institute를 방문했다. Smithsonian은 다양한 미

술관과 박물관, 연구실의 총체였다. 우리는 아시아 음악을 연구하시는 연구

원을 따라 인류학 분야의 연구실을 방문했다. 그리고 연구가 진행되는 과

정과 그 결과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받았다. ‘미술관의 외교적인 역할’이라

는 학생 발표 후에는 Smithsonian에 있는 한국관을 방문했다. 우리의 기대

와는 다르게 한국관은 Smithsonian Institute를 방문하는 다른 방문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국관을 홍보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다. 그리고 Smithsonian Institute의 자연사 박물관

을 방문했는데, 매우 다양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번 GTP-Washington, D.C. 편에서 내가 가장 관심 있었던 기관은 세

계은행이었다. 우리는 The World Bank를 방문해서 인사과에 계신 분과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한국 분들을 만나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The 

World Bank가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KOTRA 워싱턴 지사에서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정치 변동에 따른 무역

의 변화에 관한 학생 발표와 그에 대한 코멘트,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또 KOTRA에 계시면서 개발은행에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을 만나, 라틴아

메리카에서 근무할 때의 생생한 경험을 들었다. 

현지 교육 및 특강

현지에서도 많은 교육활동이 있었다. 각 기관에서의 발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던 코칭 세션, 네트워킹의 필요성과 방법을 소개한 네트워킹 스킬, 

인터뷰 방법, 그리고 Jimmy Rhee 씨의 리더십 특강이 있었다. 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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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도움이 되고 인상 깊었던 활동은 코칭 세션이었다. 인솔 교수님이셨

던 김태균 교수님께서 코칭 세션을 담당하셨는데, Washington, D.C.에 오

기 전과 후 모두 발표자료에 대한 코멘트를 주셨다. 학생들도 각 기관으로

부터 주제를 부여 받은 후에 새롭게 공부를 하고 자료 조사를 해야 했던 상

황으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았었다. 발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게 발표 내용의 적합성과 발표 구조에 대한 조언을 교수님께서 많이 해주

셨다. Washington, D.C.에 도착한 후에도 저녁 10시가 넘도록 코칭 세션이 

계속되었고, 그 덕에 학생들이 양질의 발표를 할 수 있었다. 

대학 탐방, 동문의 밤, 네트워킹 행사 등 기타 활동

GTP-Washington, D.C. 편에서는 여러 번의 기타 활동이 있었다. 총 두 

번의 네트워킹 행사가 있었고, 한 번은 Washington, D.C.에 위치한 대학교

를 방문하고 투어를 했다. 두 번의 네트워킹 행사 중 첫 번째는 워싱턴 한

인회에 소속된 분들을 만나는 자리였고, 두 번째는 워싱턴 서울대 동문 선

배님들을 만나는 자리였다. 두 행사의 성격은 달랐지만, 학생들에게 매우 

우호적이셨고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해주셔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또, 서울대학교에서 오래 학교를 다닌 우리로서는 미국의 다른 대학을 방

문해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었다. 

Washingtong, D.C.에는 이미 많은 한국인이 터를 잡고 있었다. 우리는 

다양한 직업군의 한국인들을 만나뵐 수 있었다. 기자도 있었고, 금융권과 

개발은행, 또 치과를 운영하는 분도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

서 우리는 세 시간 정도에 걸쳐 즐거운 대화를 나눴고 많이 배울 수 있었

다. 네트워킹이라고 하면 아직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사실 네트워킹을 피상적으

로 이해하는 태도는 문제가 많다. 흔히 연줄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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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네트워킹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한국사회에서도 연줄은 나

쁘게 인식된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연줄을 이용한다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는 실력보다 연줄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도 있다. 그러나 네트워킹은 새로

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가까워지고, 향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자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관심사가 유사한 사람들이 만나면 할 

이야기도 많고, 그 자리 이후에도 또 만나기를 고대하게 된다. 네트워킹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도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부족한 점

을 배워나가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이 도움을 줄 수도 있게 되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나가게 된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

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특히 워싱턴 서울대 동문의 밤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선배님들이 참석

해서 놀랐다. 게다가 다양한 연령대의 선배님들이 참여해주셔서 진로 문제

에서부터 인생에 대한 조언까지 많은 것을 배웠다. 게다가 다들 다양한 직

업 군에 종사하여,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깊이도 있었지만 매우 다양했다. 

그리고 선배님들께서 공유해주신 자신의 경험담이나 일화, 인생에 대한 가

치관도 매우 다채롭고 재미있었다. 특히, 동문의 밤에서는 GTP에 참가한 

우리를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한 사람이 질문을 하면, 

선배님들이 돌아가면서 대답을 해주는 형식이었다. 어느 학생은 타지생활

을 하는 것이 외롭지 않은지에 대해 물었고, 다른 학생은 개발은행에서 일

하기 위한 과정과 노력 등을 물었다. 이처럼 우리는 타지 생활에 대해 궁금

한 점이나 특정 분야에서 일하고자 할 때의 진로 등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 

솔직하고 생생한 이야기들이 오고 간 덕에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이미 많은 선배님들이 국제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후배들을 위

해 조언을 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이었다. 동문의 밤은 정말 좋은 기회였고,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우리 모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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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는 George Washington University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그

곳에서 일하시는 한국인 교수님을 뵙고,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 관한 소개

를 들었다. 그리고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재학생으로부터 대학 

투어를 받아, 대학교의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

학교라 서울대학교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다른 학교를 둘러볼 수 있

는 기회를 가져서 기뻤다. 기관과 기업을 방문하고 발표를 하던 지난 일정

과는 달리, 내 또래의 다른 나라 학생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즐거

웠다. 우리는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 다니는 학생들처럼 학교 

빌딩을 돌아다녀 보고, 서점이나 카페테리아를 지나가면서 서울대학교를 

다시 떠올리기도 했다. 

3. GTP-Washington, D.C.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나는 GTP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사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우

리는 5일 동안 열한 곳을 방문하고 각 기관에서 발표를 했다. 그리고 그 발

표를 하기 위해 한 달가량을 한국에서 준비했다. 다들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은 결과물을 Washington, D.C.에서 거두어 가고 있었다. 각자가 한 뼘씩 

성장하고, 자신의 인생 목표를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특히, 나는 개발은행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

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개발도상국의 보건과 교육 시스템 분야에 관

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이번 Washington, D.C. 행은 나에게 동기를 부

여해주었다. 솔직히 세계은행을 방문하고, 개발은행이나 IMF에서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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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본 것만으로도 많은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한

다. 왜냐하면, 막연히 무엇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

다. 생각 속에 갇혀 있던 진로에 대한 계획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곳을 방문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재점검을 

할 수 있다. 내가 정말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이 내가 생각했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보게 된다. 나의 

경우에는 개발은행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본 것이 좋은 기

회였다. 그리고 그렇게 시각화된 이미지로 남아 있는 진로에 대한 계획은 

더욱 강력하다. 언제든지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기억을 가지는 것은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세계은행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GTP 프로그램에 참가한 각

자가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가지

는 관심분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그러

면서 또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었다. 서로 다른 12명의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각자의 진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멋진 일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

일간의 여정을 계속한다는 것이 과연 쉬울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더욱 다채로웠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역할

을 잘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훌륭한 팀이 되어 있는 것 같다. GTP 프로그

램은 각자의 개인적인 성장, 진로에 대한 도움뿐 아니라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더 넓혀주

고, 스스로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팀워크

GTP 프로그램에 참가한 12명의 학생들 모두가 가까워졌다. 사전 준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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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거치고 Washington, D.C.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되

고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각자의 발표를 수차례 듣게 되어 조언을 해주

기도 쉬웠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었다. 실제로 

GTP 프로그램에서는 매우 많은 활동을 한다. 미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떠나기 직전까지 바쁜 일정을 보낸다. 하루에 세 개에서 네 개의 기관을 방

문하고, 그 외의 프로그램도 거의 매일 밤마다 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끼

리 매우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서로를 챙기게 되고 돕게 된다. 누구 

하나 빼놓을 것 없이, 좋은 팀워크를 만들었던 것 같다. 

그룹 프로젝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면 우리 12명은 GTP라

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한 팀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프로그

램 중간 중간에도 모두 모여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고, 프로그램

이 종료된 이후에도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전에 GTP 프

로그램을 겪었던 학생들도 팀워크가 좋았다고 들었다. 이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학생들도 마음이 맞고 서로를 배려하는 친구들을 사귈 수 있

을 거라고 생각한다. 

향후 계획

GTP 프로그램 이후 나의 계획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개발 분야에 있

던 관심을 조금 더 확장하고 싶고, 여러 개발도상국의 개발 정책에도 더 관

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보건 분야와 관련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

을 가지게 되었다. 기회가 된다면, Washington, D.C.에 있는 국제기구에

서 인턴십을 해보고 싶다. 일주일이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Washington, D.C.에 대해 애정이 생겼다. 우리가 방문한 Smithsonian 

Institute를 다시 한 번 방문하고 싶고, 개발 분야에 대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The World Bank나 Woodrow Wilson Center에 인턴십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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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할 것이다. 

나뿐만 아니고 다른 참여 학생들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 다시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다. 사실, 새로운 도시에 가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

업과 기관들을 열 군데가량 방문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

한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한국의 기업과 기관들을 그렇게 방문할 

기회가 없었다. 게다가 우리는 프로그램 참여의 일환으로 스스로 발표 내

용을 준비했고, 이 발표를 바탕으로 기관에서 코멘트도 받았다. 단순히 기

관을 방문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GTP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

가 인턴십에 있던 그렇지 않던 간에, 각자 한 걸음씩 성장하고 자신의 진로

에 대한 고민을 더 할 수 있었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게다가 

동문의 밤과 같은 네트워킹 세션에서의, 자신의 관심사나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은 큰 강점인 것 같다. 공식적인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도 물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따로 물어볼 수 있도록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은 큰 이점이다. 그래서 보다 개인적인 대화도 할 수 

있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을 더 진지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

는 자산을 얻었다. 

글로벌 인턴십 성공전략 

사실 한국 학생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인턴십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다. 

우선 학기제가 달라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비자 문제 때문에 한

국 학생을 고용하려는 회사나 기구가 많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둘러

본 Washington, D.C.에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외국 학생을 인턴으로 고용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꽤 있다. 이처럼 글로벌 인턴십이 쉽지 않다

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길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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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분야에 있는 기구나 회사에서는 실제로 한국 학생을 고용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기간이 적당하면 비자 스폰서를 해주기도 한다. 

즉, 글로벌 인턴십을 원한다면 많은 자료 조사와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우선, 외국 학생들에게 인턴십을 제공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파악해야 

하고, 담당자와 장기적인 연락을 해야 한다. 많은 경우, 웹사이트에 채용 의

사를 밝히는 공지를 올리기도 하고 인턴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

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든지 보낼 수 있는 이력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필요한 내용이 정갈하게 조직된 이력서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이력

서와 커버레터는 해당 기구나 회사에 맞게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한 번의 

연락으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 차례 공손하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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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Washington D.C.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3학년 2학기를 지나면서 학부생들은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과 마주하기 

마련이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러 대외활동을 하면서 글로벌 커리어로

의 꿈을 꾸던 나는 3학년 2학기가 끝난 후에 해외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

을 기회를 찾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던 와중에 GTP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계기는 경력개발센터의 또 다른 프로그램인 워싱턴센

터 인턴십 덕분이었다. 해외에서 인턴십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후에 워

싱턴센터 인턴십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한동안 경력개발센터를 많이 드나

들었는데, 그때 벽에 붙은 GTP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꼭 워싱턴센터 인턴

십이 아니더라도 다음 학기에 해외로 인턴십을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GTP 프로그램 역시 도전해보아야 할 기회처럼 느껴졌다. 해외 유

수 기관을 방문하고 최종적으로 인턴 기회를 얻는 GTP 프로그램의 목적이 

나의 이러한 개인적 이해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되

세계의 중심에서 가능성을 만나다 

신주영 (사회교육과 10학번)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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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이번 GTP 프로그램의 장소가 Washington, D.C.인 것을 보고, 

차후에 워싱턴센터 인턴십을 가게 될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예

상을 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워싱턴센터 인턴십 역시 합격하게 되어서, 

미국에서의 인턴 생활을 앞두고 사전에 미국에 대한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원과정

GTP 프로그램 지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나뉘는데, 먼저 경력개발센

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그 당시 기억나는 것은 

지원서를 제출할 때 파일 크기가 너무 크면 업로드가 되지 않았다. 마감시

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하게 되므로 미리 온라

인 지원서를 마감하기를 추천한다. 

이 서류전형에서 통과되면 다음으로 영어 인터뷰가 남게 된다. 영어 인

터뷰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전혀 어렵지 않고 교수님

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에만 3~4문장으로 대답하면 된다. 나는 예상 질문들 

몇 개에 대한 대답만 간략하게 준비하였는데, 꽤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약 

10분이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결과를 기다렸고 며

칠 뒤 합격 통보를 받았다. 서류 합격자가 30명이 넘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아서 떨어질까 걱정하였는데 다행히 합격을 하였다. 

지원 서류를 성실히 작성하고 인터뷰에서 열의를 보여준다면 GTP 프로

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학생들이 GTP 프로그램에 도

전하기를 바라면서 주변에도 많이 추천하고 있는 중이다. 한 가지 조언을 

덧붙이자면, 지원 관련 및 합격 후 연락이 스누 메일로 오는 경우가 많으므

로 메일을 자주 확인해야 한다. 나의 경우에는 초반에 메일을 자주 보지 않

아서 결국 오리엔테이션을 놓쳐버렸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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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활용하고, 또한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도 자주 들어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사전교육

사전교육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 부분이다. 사전교육이라고 해서 안

일하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본래의 GTP 프로그램만큼 사전교육에서

도 노력을 기울여야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할 수가 있다. 합격 통지를 받

은 이후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하여 여러 번의 교육이 있다. 오리엔테이션 

때는 합격한 사람들을 만나고, 비행기 일정 및 대체적인 안내를 받는다. 그 

이후로 방문할 기관에 대해서 각자 발표 자료를 만든 후 발표에 대해 준비

하는 교육 등이 이어졌는데, 이 과정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부분이

다. 이번 GTP 워싱턴 편에서는 총 11개의 방문기관에서 한 명 또는 두 명

의 학생이 제시된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해야 했는데, 모두 쉽지 않은 주제들

이었다. 내가 맡은 기관은 Bennett Group Financial Services라는 투자 컨

설팅 회사였는데, 자유주제를 부여 받아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끌어내

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 한참 시험과 과제가 쌓여 있었는데, 영어로 발표

할 자료까지 만드느라 그때 꽤나 고생했던 것이 기억난다. 주변 사람들에

게 조언을 구하면서 결국 새로 정권이 바뀐 중국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방

향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자료를 모으고 발표 

초안을 만들어야 했다.

첫 번째 발표 관련 사전교육은 사전교육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한 발표를 아직 친해지지 못한 참가 학생들 앞에서 영

어로 해야 해서 그렇기도 했지만, 발표를 봐주신 언어교육원 봉미나 선생

님께서 정말 도움이 되는 수업을 진행해 주신 것도 있었다. 봉미나 선생님

께서는 프레젠테이션 전문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딱 어울릴 만큼 영어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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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유창하시고 말하는 방법도 수준이 높아 보였다.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알려주신 것과 우리들의 발표에 대해 피드백해주신 것들이 모두 큰 도움이 

되었다. 첫 번째 사전교육 때의 발표 자료에 비하면 나중에 워싱턴에서 실

제로 발표한 자료가 모두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봉미나 

선생님이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발표를 위한 사전교육 이외에도 

자기소개서와 커버레터에 관한 사전교육도 있었고, 실제 워싱턴에서 비즈

니스를 경험하신 분의 강의도 있었다. 매번의 사전교육을 거치면서 무엇보

다도 워싱턴에서의 우리 활동에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열심히 해야겠다

는 동기부여도 되었다.

출국 단체 사진. 

나리타 공항에서 경유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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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이번 GTP 워싱턴 편의 핵심은 워싱턴의 주요 기관에서 학생들이 각각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나아가 인턴십 기회를 노리는 것이었다. 우리

는 총 11개 기관을 방문하였는데,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Prudential Financial, D.C. 

Mayor’s Office on Asian and Pacific Islander Affairs, U.S. Chamber 

of Commerce – Business Civic Leadership Center, Radio Free Asia, 

Bennett Group Financial Services,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Smithsonian Institution – Asia Cultural History 

Program, The World Bank, 마지막으로 KOTRA 등이었다. 이 중 내가 발

표한 기관인 Bennett Group Financial Services는 1986년 워싱턴 D.C.에 

설립된 투자 컨설팅 회사로 회사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수익성이 매우 높

아 워싱턴에서 주목 받고 있다. 여성 CEO인 Bennett이 6명의 매니저와 함

께 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금과 관련된 투자를 주로 하여 클라이언트들의 

투자를 컨설팅해주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발표 주제 및 내용

모든 학생들은 배정받은 기관에서 한 번의 발표를 하는데, 이 발표가 자

신의 능력을 기관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이기 때문에 모두들 많은 

노력을 하였다. 각 기관마다 흥미롭고 다양한 주제들로 발표를 하였는데, 

나는 BGFS에서 중국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다. 얼마 전 중국은 정치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이러한 중국에서의 변화가 앞으로의 중국 시장

이나 세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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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제를 고른 이유는 BGFS가 투자 컨설팅 회사이므로 세계 경제 흐

름에 있어서 다각도적인 분석을 통해 미래를 근접하게 예상하는 것이 중요

하기 때문이다. 특히, G2로 불리는 중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지향해 나갈 

것인지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 이웃국가인 한

국의 대학생으로서 아시아적인 관점을 덧붙여 분석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

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시진핑(Xi JinPing)이 이끄는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방향으로 분석하고 이것이 세계 경제 및 투자 상황

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여 발표를 준비하였다. 나의 발표 이 

외에도 다른 학생들은 FTA 전망, 한국의 그린(Green)성장, 북한 관련 리포

트 등을 준비하여서 각 기관에 부합할 만한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기관 방문 내용

각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기관별로 분위기와 상황이 매우 다르다

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방문한 기관은 U.S. Small Business 

Prudential Financial에서의 발표(최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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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미국 중소기업청)이었는데, 들어갈 때 보안 검색과 소지품 

검사를 통과해야 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 

공공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보안 검색을 했기 때문에, 보안에 

철저한 것이 미국의 특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발표는 대부분 스크린이 있는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인턴 관련 담당자

만이 우리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고, 회사 대부분의 직원이 우리와 시간

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미국 환경

보호청)에서는 여러 명의 직원이 나와서 함께 발표 주제에 대한 토론 시간

을 갖기도 했고, Prudential Financial에서는 Vice president 두 분이 오셔

서 발표를 듣고 발표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의를 함께 이끌어 나갔다. 특히, 

Radio Free Asia(자유아시아방송)는 방문했던 기관들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는데,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한국인 직원들이 

많았던 것도 좋았지만, 20여 명의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발표자에게 귀를 

기울여 주고 우리를 환대해 주었던 것이 가장 뿌듯했었다. 그곳에서 발표

를 한 학생은 거기서 바로 인턴 인터뷰 제의를 받아서 인터뷰를 하고 나왔

다. 또, 방송국 전체를 가이드해주시기도 했으며 그 곳에서 인턴으로 있는 

이화여대 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맡은 기관은 BGFS였다. BGFS로 가는 길에는 떨

려서 그저 발표문을 중얼거리며 들어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

다.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BGFS에서는 회의실에 스크린이 

작동되지 않아 발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생긴 것이다. 결국 BGFS 측

에서는 A4 용지 20장을 붙여 임시 스크린을 만들어주었다. 이런 상황이 생

겨서 더욱 긴장하고 발표를 제대로 끝마치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발표를 

할 수 있는 스크린 대용품이 생긴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함께 A4 용지를 

벽에 붙이고, 준비한 발표를 제대로 해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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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BGFS에서의 이 사태는 우리 GTP 참가 학

생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되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

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겪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

이 나에게 생겨서 오히려 더 배워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발표는 BGFS에서 했지만, 내게 가장 뜻 깊었던 방문은 사실 워싱턴 시

장실이라고 할 수 있다. 발표가 끝난 후의 시간에 나는 그 곳에서 나중에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인턴 담당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다. 

인턴 담당자에게 내 명함을 주고 왔는데, 미국에서는 자신감 있게 다가가

서 말을 붙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때 참으로 깨달았다. 다음

날 나는 놀랍게도 그 인턴 담당자로부터 인터뷰를 보지 않겠느냐는 메일을 

받았고, 시간을 조정한 후 GTP 프로그램 중에 인터뷰를 보고 올 수 있었다. 

Radio Free Asia에서의 발표(이지영).

Bennett Group Financial Services에서의 발표(신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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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시장실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출국을 앞두

고 있다. 이번 GTP 프로그램이 워싱턴센터라는 교육 기관과 협조하여 이

루어졌는데, 내가 워싱턴센터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한 상태였고 출국

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 기회도 잡을 수 있었던 것이

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턴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고 명함을 준 그 행동

이 워싱턴 시장실이라는 멋진 곳에서 인턴을 할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이다. 

현지 교육 및 특강

이번 GTP 프로그램은 워싱턴센터라는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조 아래 진

행되었는데, 워싱턴센터 측에서는 식사 장소를 예약해주고 길을 안내해주

워싱턴 D.C. 시장실 방문.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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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이외에도 여러 특강 자리를 마련해주셨다. 워싱턴센터의 임정란 선

생님께서 진행해주신 네트워킹 스킬, Jimmy Rhee 선생님의 리더십 특강, 

Mashaal Ahmed 선생님의 인터뷰 스킬 등이 있었다. 

이 중 특히, 임정란 선생님의 네트워킹 스킬 강의가 기억에 남는다. 미국

에서의 네트워킹은 한국에서의 네트워킹과 또 다른 형태를 지니며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해외에서의 네트워킹 역시 사회

생활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특강에서 그러한 점을 많이 느끼

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얻었다. 명함을 주고받는 법, 네트워킹 파티

에서 행동하는 법, 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 명함을 받은 뒤 연락하는 방법 

등을 배우고, 그 다음날 네트워킹 리셉션에서 실제로 배운 것들을 적용하

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특강이 아니었다면 그만큼 하지 못했을 것이

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명함을 주고받은 뒤에 실제로 그 사람을 자신의 인맥으로 추가하

는 과정인 ‘follow-up’ 과정에 대해 얘기해 주신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 

Jimmy Rhee의 리더십 특강.

임정란 선생님의 네트워킹 스킬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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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GTP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명함을 받았는데, 단지 명함을 주고받

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명함을 계기로 그 사람과 실제로 인연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네트워킹의 핵심이다. 실제로 한국에 돌아와서 

명함들을 정리하면서 메일을 몇몇 분에게 보냈는데 답장을 받을 수 있었다.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발표한 다른 참가 학생은 이

렇게 메일을 하다가 한국에서 그 분을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GTP 프

로그램이 ‘정말로 학생들에게 글로벌한 기회를 부여해 주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또 한 대목이었다.

대학 탐방, 동문의 밤, 네트워킹 행사 등 기타 활동

대학 탐방과 SNU 동문의 밤 등 기타 일정은 기관 방문과 발표 준비 등으

로 지친 우리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시간이었다. 특히 틈틈이 이루어진 워

싱턴 D.C. 관광 시간은 정말 즐거웠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갔을 때에는 현

지의 학생이 투어도 시켜주었는데, 도심 속에 있는 대학이라 우리 학교와

는 매우 다른 느낌이었다. 미국 국회의사당 투어에서는 국회의사당 구관 

건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Rangel 하원의원과 만남

을 가지기도 하였다. 국회의사당에서도 몇몇 한국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Rangel 의원실에도 서울대 동문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국회에

도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또, 서울대 동문의 밤은 맛있는 음식과 더불

어 가장 즐거웠던 자리였는데, 한국어로 대화를 해서 그렇게 느껴진 것일 

수도 있지만 타지에서 서울대라는 하나의 소속감 속에 묶인다는 것이 얼

마나 중요한지를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동문분들은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어서 여러 조언도 들을 수 있었고, 대

화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다. GTP가 끝나고 미국 여행을 계획했던 다른 학

생에게는 어떤 동문분께서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며 호의를 베풀어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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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다.

이 외에도 워싱턴센터에서 진행된 네트워킹 리셉션 역시 대사관 영사님

을 비롯하여 많은 높으신 분들을 뵐 기회였다. 네트워킹 세션에서 배웠던 

방법들을 실제 네트워킹 파티에서 적용하고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네트워크

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왜 열의를 갖고 참여해야 하는지를 느

낄 수 있었다. 이런 스탠딩 리셉션은 한국에서는 많이 접해보지 못했는데, 

드라마에서나 보던 파티장에 와있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렇지만 구두를 

신고 오랜 시간 동안 서 있으려니 사실 힘들기도 했고, 게다가 이리저리 움

직이면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

었다. 결국 우리들은 네트워킹 리셉션이 끝난 후에 호텔로 돌아가서 피자를 

시켜먹었는데, 미국에서 먹는 피자라 남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다.

국회의사당 방문.

SNU 동문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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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TP-Washington D.C.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일주일의 짧은 시간은 금방 끝이 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돌아와서도 

기말고사를 치르고 과제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GTP에서 느꼈던 것들

은 여전히 머리 속에 남아 있었다. GTP에 참여하고,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

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기회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어떤 기

관은 인턴십의 기회가 열려 있지 않았지만, 어떤 기관들은 예상치 못한 기

회와 제의를 주기도 했다.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주친 분들이 나중에 호

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기도 했다. 가능성과 기회는 언제 찾아올지 모

르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미래와 전

혀 연관되지 않아 보이는 곳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인상을 남기고 더 열정적으로 참여해야 더 많은 기회

를 얻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이번 GTP 프로그램을 하면서 일정이 매우 빡빡하고 힘들어서 매 

순간 집중하는 것이 힘든 때도 있었다. 매일 밤마다 일정이 있었고, 특히 자

신의 발표가 있는 전날 밤은 거의 밤을 지새기 마련이었으며 발표가 끝난 

후에는 긴장이 몰려와서 견딜 수 없는 피곤함을 느끼기도 했다. 이렇듯 물

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어

떤 놀라운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호기심과 설렘도 늘 갖고 있었기에 일주

일을 열정을 갖고 버틸 수 있었다.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미국에서 이런 커리어 프로그램을 경험한 것 자체

가 나의 미래 진로 구상의 시야를 넓혀준 것으로 가장 큰 수확이다. 졸업하

면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만을 생각하고, 학교를 다니면서는 행정고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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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까 말까 고민하는 뻔하고 전형적인 진로 구상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업이

나 국제기구 등으로 눈을 넓히고 또 실질적인 기회를 느껴본 것은 나의 안

목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활동하

고 있는 서울대학교 동문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그 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

해서 그러한 커리어를 갖게 되었는지를 직접 보고 들으니 모호했던 ‘글로

벌 탤런트’라는 개념이 머리 속에 확실히 잡히는 것 같았다. 또한, 그 분들

을 보면서 나 역시 그렇게 돼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반갑고, 또 서울대학교 동문이라고 하면 별다

른 일이 없었는데도 급격하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서울대학교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 있는 학생으로서만 존재할 것이 아니라, 이 울타리를 

활용하고 또한 나중에 어린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문이 되어야 

서울대의 이름에 걸맞은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GTP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멀리 보고, 넓게 보면서 가능성과 기회를 찾아가는 방법을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팀워크

이번 GTP 워싱턴 편에서 함께한 친구, 선배들은 모두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늘 많은 것을 서로에게 배우고 또한 가르쳐주며 GTP 프로

그램을 잘 마무리하도록 함께 이끌어나갔고,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밤마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기관 방문 틈틈이 관광하고 사진을 찍으며 우애를 다

져나갔다. 특히, 발표 준비를 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발표 리허설을 봐주고 

내용 피드백을 해주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고 

도와주었다. 나도 친구들과 선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자신의 발표

도 아닌데 열심히 들어주고 자료를 찾아준다는 것이 정말 고마웠다. 

실제 발표 현장에서는 발표자가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다른 친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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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대답을 해주고 어려움을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이런 모습들

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바쁜 와중에 생일 파티도 했고, 프로그램이 끝나갈 즈음에는 

몰래 돈을 모와 교수님과 선생님께 감사의 선물과 편지를 드리기도 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번 GTP의 탁월한 팀워크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다.

향후 계획

나는 다음주면 다시 워싱턴으로 출국한다. 이번 4학년 1학기를 휴학하

고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센터 기숙사에 살면서 워싱턴 D.C. 시장실 

산하 OAPIA 사무국에서 약 3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인턴을 할 예정

링컨 기념관 앞에서의 즐거운 시간.

발표준비 중 깜짝 생일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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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교환학생 대신 선택한 워싱턴센터 인턴십이기 때문에 이번이 어쩌면 

학부 생활 중 처음이자 마지막의 해외 생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Political 

leadership 방향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 정치의 중심지

인 워싱턴에서 정치에 관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익히고 올 예정이다. 

미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학교에 돌아오면 다시 사회교육과 학부생으

로서 학교를 열심히 다녀야 하겠지만, 미국에서 배워가는 것들을 통해 계

획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나의 관심분야

가 인권 및 공공행정이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게 

될 것 같다. 사실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진학하고자 했었는데, 이번 GTP

를 다녀오고 나서 World Bank에 관심이 생겨 미국으로 석사를 나가고 

World Bank로의 인턴을 지원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워싱

턴에서 한 학기를 지내면 또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르

니 일단은 다가올 인턴과 워싱턴센터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고 오고자 한다.

글로벌 인턴십 성공전략

첫 번째 성공전략은 ‘적극성’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번 GTP를 통해 기

회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한국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에 비해 질문하거나 

나서는 것에 소극적인 편이다. 미국 학생들은 적극적인 자신의 의사 표현

에 강한데 반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정서상 그런 것이 많이 체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자신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고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

할까를 떠나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물어보고, 의견이 있으면 표현하는 적

극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학생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대 학생들은 한국에서도 내로라하는 인재들이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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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가든 잘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도 그 능력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것을 인정해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말하고, 나서고, 또한 보여주려는 적극성으로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 느낀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용성’을 지

녀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며 개방적인 태도는 어떤 일에서

든지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부정적인 상황에 놓

였을 때 완고하게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나 미국처럼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는 나라 및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것

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이 내게 마음을 터놓게 

하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오픈 마인드와 수용성이 필요하다. 이것이 곧 네

트워킹을 형성하기에 수월한 지위를 만들게 해준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또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불쾌감을 보이고 수용하지 않으려

고 한다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BGFS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하였지만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긍정적으로 넘겼던 것처럼 어떤 것이든 수용하는 

태도를 지니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GTP 프

로그램을 비롯한 글로벌 프로그램에 참가해 서울대가 더욱더 세계로 뻗어

나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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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Washington D.C.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나는 현재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 전공에 재학 

중이다. 평상시 수업에서 열악한 지역의 성장 방안을 경제적으로 고찰해보

는 연습을 많이 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적인 방안이 있어도 이를 수행하

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현재 각

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지역의 성장을 국제기구

가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역 성장 방안에 있어서 국제기구

의 역할에 관심이 있었고, 특히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워싱

턴에 상당수의 국제기구들이 밀집해 있다는 것을 알고 평소 워싱턴에 관심

을 많이 기울였다. 그러던 중 이번 Global Talent Program이 워싱턴의 정

치・외교 편이라는 것을 포스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기말고사 기간과 

겹쳐서 다소 고민하였으나, 대학생활 중에서 다시 얻을 수 없는 좋은 기회

라고 생각하였다. 

나를 돌아본 시간

안성규 (농경제사회학부 07학번)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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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나는 소외된 지역의 성장 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이러한 지

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본의 투입이 아니라, 지역이 지속적으

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동력을 마련하기 위

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언론

에서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의 실

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만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제도에 관심을 가졌다. 

평상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국제기구의 역할과 미국을 비롯한 국

제사회의 정책에 대해 탐구하고 싶어서 GTP-Washington, D.C. 편에 지원

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기구 자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었다. 많

은 학생이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국제기구는 구

속력이 약하며, 자국의 이익을 추진하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발휘

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개의 국제기구들은 보편적인 가

치를 지향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이익의 충돌 상황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가

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개별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본연

적인 성격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었고, 실제로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사람

들이 느끼는 점에 대해서 궁금했다. 그래서 GTP-Washington, D.C. 편을 

통해 나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또한 국제기구에서 일하시는 분

들의 경험담을 듣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과정

우선 처음에 지원서를 다운 받았을 때, 다른 지원서와는 다른 점에서 놀

랐다. 단순히 지원동기와 자기소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

업 지원 서류와 같이 이력서의 형태였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하며 작성했

다. 특히 활동사항을 적는 부분에서 대학생활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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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영어 이력서를 많이 써본 경험이 없어서, 우선은 

한글로 문장을 가다듬고, 다시 영어로 이력서를 작성했다. 혹여나 표현상에

서 어색한 점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했다. 

그 이후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하여 면접을 준비했다. 면접은 영어로 진

행된다는 점에서 우선 긴장했다. 하지만 영어 면접 이전에 면접이므로, 내

가 면접관에게 어떠한 내용을 전하고 싶을지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래서 

지원 동기 및 나의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이력서를 다시 한 번 검

토하여 예상 답안을 준비했다. 특히 영어로 준비하기 때문에 완전히 문장

을 외우지는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중심 문장과 중심 단어를 기억하면서 

면접에 임했다. 면접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동기를 

얘기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싶은지를 물

으셨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평소 식량문제에 있어서 

국제기구의 역할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FAO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

을 드렸고, 나의 관심과 목표를 교수님께 보여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전교육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 총 네 차례의 사전교육을 했다. 1, 2차에 걸쳐서 

우리가 워싱턴의 기관에서 발표하게 될 프레젠테이션을 전문 선생님 앞에

서 발표하고 수정을 받았다. 

프레젠테이션 발표 이전에는 12명의 학생이 12개의 기관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신이 발표하고 싶은 기관을 배정받았다. 대부분의 학생은 기관에

서 제시한 주제로 발표하였고, 기관에서 주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주제로 발표를 준비했다. 나는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미

국 중소기업청)에서 ‘FTA 이후 한미 중소기업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다. 여러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나만의 흐름과 주장을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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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이 다소 어려웠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소 매끄럽지 못한 흐름으로 

발표가 진행되었는데, 이후 1, 2차 사전교육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수정

해 나갔다. 사전교육을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 등을 수정하였고, 청

중에게 발표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배웠

다. 나는 평상시 발표를 함에 있어서 말이 다소 빠르고 청중과 아이 컨택트

를 하는 것이 부족했다. 하지만 그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주는 경

우는 별로 없었는데, 사전교육을 하면서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을 효과적으

로 전달하는 기술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중소기업청, 영어로는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of United State 

of America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과 구분되는 개

념으로 중소기업이라고 사용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소기업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여 조금 더 세분화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

소기업은 대개 대기업과의 하청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관계가 주

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중소기업청은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에 있

는 소기업이 아니라, 자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소기업의 육성 방안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소기업 육성 방안과 지원 정

책을 마련하는 기구가 미국의 SBA이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서 R&D 등에 투자할 자본과 인력이 부족하므로 혁신에 뒤쳐질 수 있다. 이

러한 구조적 약점에 대해서 SBA가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통해서 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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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주제 및 내용

발표 주제는 FTA 통과 이후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의 이익과 FTA 이후 

중소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주어진 주제가 

단순히 배경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주제였

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조사했다. 또한 FTA와 중소기업이라는 다

소 추상적인 주제이므로 이를 구체화해야 SBA 관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선 중소기업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축소했다. 첫째로는 해외시장에 직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역할, 

둘째는 해외에 수출하는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 

셋째는 내수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역할로 구분을 했다. 

하지만 발표의 주제는 FTA와 중소기업의 연관성이므로, 이러한 연관성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두 가지 역할에 맞추어 우선 FTA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서 다

루었다. 우선은 FTA 통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얻는 효과를 제시했다. 해

외시장에서 직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혜택과 쿼터제 폐

지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관세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서 중소기업은 FTA 이전

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지니게 된다고 평가했다. 이 결과 중소기업은 FTA 

통과 이후 과거에 비해서 수출을 늘릴 수 있고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두 번째 역할에서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의 효과를 발표했다. 현재 한국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독자적으로 해외시장

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의 하도급을 통해서 FTA를 통한 부차적

인 이득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는 가격 절감 등의 효과와 함께 

대기업의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FTA 통과 이후 현대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Value chai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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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대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이 FTA로 인한 이득을 

얻을 것이다. 나는 이 두 가지 효과를 FTA로 인한 중소기업의 긍정적인 효

과로 평가했다. 

하지만 FTA로 인한 효과가 단순히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래서 FTA로 

인해 예상되는 긍정적인 측면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 역시 첫 번

째, 두 번째 역할과 유기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첫 번째 경우인 해외시장에 

직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무역 위험이라는 한계가 있다. 중소기

업의 경우 해외 무역에 있어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대

비할 수 있는 자본과 노동력이 대기업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FTA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절감 효과나 무역 범위 확대 등

의 긍정적인 효과를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무역 위험이 대표적인 예로는 북한 리스크와 급격한 환율 변화 등

이 있다. 이러한 무역 위험도 때문에 중소기업은 해외 수출 증가에 있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FTA의 효과를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경우인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한계

를 지니고 있다. FTA 통과 이후 대기업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확률은 매우 

높다. 하지만 FTA 통과 이후 대기업의 이익 상승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얼마만큼의 이득이 전이될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제

적인 불균형 혹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상생’이라

는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요독점의 현상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수적으로도 소수이

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또한 영향력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을 압도하므

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가 통

과되어 대기업의 수출이 증가하여도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은 

없을 것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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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FTA 통과 이후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이러

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한계를 제시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FTA가 긍정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함을 제시했

다. 나는 이러한 대책을 중소기업의 역할과 연계하여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첫 번째 역할인 직접 수출의 경우, 무역 위험도를 감소하기 위해서 중소기

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현재 기업의 무역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무역보험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에는 대기업에 비해서 무역 위험도에 대처할 수 있는 자본과 인력이 부족

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위험도에 더욱 취약하며,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전문 무역보험을 신설하는 것이 FTA 통과 이후 중소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두 번째 중소기업의 역할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이득이 중소기업으

로 이전될 수 있는, 즉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나는 그러한 예로 성과 공유제(Benefit Sharing)를 제안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of United State of America에서 발표하는 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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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성과 공유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도요타를 들 수 있다. 자동차 업계

는 중소기업과의 연계가 많은 대표적인 업종이다. 도요타는 중소기업과 자

사가 협력하여 원가를 절감했을 때, 그 절감분을 중소기업에게 분배하는 

성과 공유제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은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를 얻게 되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도요타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요타 사례의 성과 공유제

와 같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함을 그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기관 방문 내용

우리는 내가 발표한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청)를 비

롯하여서 EPA(Environment Protect Agency, 환경청), D.C. Mayor’s Office, 

World Bank, KOTRA, Chamber of Commerce, Prudential, Bennett, 

Smithsonian Constitution, Woodrow Wilson Center, Radio Free Asia 

등 11개 기관을 방문했다. 우선 SBA는, 내가 발표한 내용 이외에도 미국에

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R&D 사업 및 지원책을 제시하는 것

이 흥미로웠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연계 속에서 중

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찾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중소기업 자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하게 활동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EPA에서는 EPA의 연 예산이 4~10조나 된다는 자료를 보고 많이 놀랐

다. 환경청이 미국의 주요부서가 아님에도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보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규모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EPA의 예산

은 공화당, 민주당의 집권 시기에 따라서 예산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 결국 

친환경 활동을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의 공감대 형성 및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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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D.C. Mayor’s Office에서는 많은 부서 중 미국 내에서 소수 인종

인 아시아와 남미의 권리 확대를 위한 부서를 탐방했다. 우선은 워싱턴 시

장의 주된 역할은 자국, 좁게는 워싱턴 시의 이익을 도모하는 역할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D.C. Mayor’s Office는 단순히 지자체의 이익 도모가 아니

라, 평등한 권리 확보라는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단순히 인종 간의 평등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아시아

인을 위한 부서가 있다는 것은 워싱턴 시의 노력의 진정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단순히 이상적인 인권 추구가 아니라, 인종적 구성이 

다양한 워싱턴 시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11개 기관 중 가장 유명한 World Bank도 의미가 있었다. World Bank

는 선진국의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지원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기

관이다. 최근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김용 총장이 총재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서도 인지도가 높은 기관이다. 우선은 여행하면서는 방문할 수 없는 World 

Bank에 방문해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매우 뜻 깊었다. 특히 강자의 이익

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들과의 만남은 나 역시도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

람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문화재단인 Smithsonian Institution을 방문했다. Smithsonian 

Institution 방문 이전에 워싱턴의 National Mall에 있는 수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보고 놀랐다. 도심에 누구나 방문할 수 있고, 가격도 무료인 이러

한 문화복합단지가 존재하는 것은 워싱턴 시민을 비롯한 워싱턴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

시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 집적하여 한 번의 방문으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구조는 인상 깊었다. National Mall을 한 번 방문할 경우 수

많은 박물관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필두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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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Mall의 가치를 높이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도 현재 많은 

문화시설이 존재하지만, 한 번의 방문을 이끌어 낼 만큼의 가치를 지니는

지는 의문이다. 문화시설의 집적 배치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시설을 이용할 

경우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mithsonian Institution 탐방의 경우, 문화 활동에 있어서도 역

시 정치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Smithsonian Institution은 비영리재

단이므로 입장료 역시 무료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예술 작품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결국 이러한 Smithsonian Institution

의 존재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즉, 정치적인 차

원에서 문화진흥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는지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화의 가치는 계량적인 가치로 드러나지 않기에 지원

을 증가하는데 많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Smithsonian 

Institution의 존재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워싱턴을 단순한 정치 도시가 아

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많

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첫 번째 공간이 바로 Smithsonian Institution이 있

는 National Mall이다. 따라서 한국 역시 문화 진흥에 많은 지원을 할 필요

가 있음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러한 Smithsonian Institution의 활동에도 한계점은 존재한

다. Smithsonian Institution의 많은 작품의 원래 주인이 다른 국가인 경우

가 존재한다. 이러한 예술작품의 경우에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대국이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이 확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영제국 박물관 상당

수의 작품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확보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경

우 예술작품의 반환에 있어서 Smithsonian Institution은 모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예술작품을 잃을 것인지, 개발도상국의 문화진흥

에 지원할 것인지의 고민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Smithson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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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예술작품을 수호하는 것

에 그치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이 역시 Smithsonian Istitution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에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

지만 미국이라는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Smithsonian 

Institution의 존재 자체는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의 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화 재단인 Smithsonian Institution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등 다양

한 연구를 실시하는 Woodrow Wilson Center 방문 역시 인상 깊었다. 

Woodrow Wilson Center는 미국 사상의 틀을 형성하는 주요한 연구 기관

이다. 추상적으로 민주주의, 인권, 자유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

서 이러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발표하고 토론을 하였다. 특히 Woodrow Wilson Center 북한 연구가의 

해박한 북한 지식에 많이 놀랐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북한이라는 작은 나라에 대해 쏟

는 관심과 연구는 미국이 스스로를 자유세계의 지도자라고 칭하면서, 자유

를 수호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발

달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국가인 미국의 특성상 북한의 성향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과연 미국과 한

국은 한반도의 자유 확보, 즉 인권에 기초한 대의를 위하는 것인지, 혹은 한

반도 자체의 평화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북

한을 비롯한 과거의 사회주의 정권은 소련의 경험에서 자국의 정권을 확보

하는 것의 어려움을 느꼈다. 즉 사회주의 정권을 실현해도 언제든지 정권

을 방해하는 존재를 걱정했다. 지금의 북한 정권이 느끼는 위협 역시 마찬

가지일 것이다. 자신들 정부의 존재를 넘어서서, 자신들의 정부를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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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한 한반도 내에서 대화와 비핵화는 요원할 것

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정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북한 내에서

의 인권 유린 및 기아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

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에서는 북한에서의 민주주의화를 원하는 것인지, 한

반도 내에서 평화를 원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민주

주의를 통한 평화 추구라는 추상적인 목표로는 지금 한반도의 정치 상황은 

개선의 여지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의 기관들뿐만 아니라, Prudential 등 금융 기업 등을 방문하기도 했

다. 하지만, 이번 주제가 정치・외교 편이었던 만큼 나에게는 사기업보다는 

미국의 정치기구와 세계기구들의 역할에 좀 더 흥미를 느꼈다. 또한 그러

한 기관 사이의 연관관계 속에서 정치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

는 계기가 되었다. 

Smithsonian Institution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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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교육 및 특강

이번 Global Talent Program은 Washington Center와 연계하여 갔

기 때문에 Washington Center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

다. 특히 Networking Session과 Interview Skill Session이 인상 깊었다. 

Networking Session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묵

묵히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자신이 얼마나 그러

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국에서는 지연, 학연이라고 해서 비판적인 요소로 인식되는 이러한 인맥이 

실제 미국사회에서는 Networking이라고 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

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서 학연이나 지

연만으로만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면 이는 비판할 요소일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한 다양한 인맥 형성은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에서 SNS가 발달하면서 

Linkedin이라는 SNS를 통해 직업을 얻고 하는 활동을 보면서 자신을 포장

하는 능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Networking Session에서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선 Networking 

기술을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국계 미국인들과 Networking Party를 가지면서,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경험해보았다. 단순히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

야 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험해볼 수 있었다. 한국

에서는 이러한 자리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

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고 나중에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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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Networking을 통해서 직업을 얻게 되면 Interview은 거치게 된

다. 과거에 비해서 Interview의 중요성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나 역

시도 많은 Interview를 거치면서, 상대방에게 수많은 지원자 중 어떻게 인

상 깊은 지원자로 남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나의 그러한 

고민을 Interview Session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 결국 아무리 많은 

Network를 형성해 기회를 얻어도 자신을 표현하고 어필할 수 있는 자리는 

Interview일 것이다. 그러므로 Interview에서의 실패는 일자리를 확보하

는데 지장을 줄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Interview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다양한 Interview skill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활용하는 

Interview Session은 매우 인상 깊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Washington Center의 교육과 별도로 나의 발표를 위해서 교수

님과 Presentation Coach의 지도가 있었다. 교수님은 몇 번에 걸쳐 우리 

발표를 매끄럽게 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언을 해주셨다. 발표 전

날까지도 교수님의 지도는 발표를 되돌아보고 스스로 내용을 재조직하고 

논리적 결함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영어 발음에 문제가 

있었는데, Presentation Coach 덕분에 부족한 발음 등을 고쳐서 영어 발표

를 매끄럽게 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 미국인들 앞에서 먼저 presentation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외국인이 하는 발표가 미국인들에게 쉽게 인식되고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처음으로 하는 장시간의 영어 발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

한다. 

대학 탐방, 동문의 밤 네트워킹 행사 등 기타 활동

기관 탐방 이외에도 조지 워싱턴 대학교 탐방, 동문의 밤 등의 행사를 가

졌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는 한국인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또 외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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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활동하는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미래 활동 역시 단순히 한

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범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동문의 밤 네트워킹 행사 역시 인상 깊었다. 타국에서 서울대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고, 선배님들에게 미국에서의 생활 등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

겠지만, 서울대 동문이라는 점이 세계 곳곳에서도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생

각했다. 또한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한 치 앞만을 보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그 분

들 역시 젊은 시절에는 자신이 미국에서 살게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 인생 역시 언제 어떠한 기회가 올지 모른다. 그러므로 인생을 조

금 더 길게 볼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특히 후배들을 마치 손주 대하듯이,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대해주는 

선배님들의 모습에서 나도 훗날 서울대학교 동문으로서 후배를 만날 기회

가 된다면 인생의 멘토로서 많은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네트워킹 리셉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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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TP-Washington D.C. 편을 다녀와서 

워싱턴에서 보낸 시간은 일주일에 불과했지만, 그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워싱턴의 정치・외교를 경험한 것은 무

수히 긴 배움의 시간이었다. 특히 Washington GTP를 통해 크게 인간관계, 

미국의 정치・외교, 향후 인생 설계에 있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GTP는 지도교수님인 김태균 교수님과 담당 선생님인 박희영 선생

님, 그리고 나를 포함한 12명의 학우와 함께 다녀왔다. 우선 학생들의 일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교수님과 선생님의 

열정과 정성에 감동받았다. 김태균 교수님은 발표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

하나까지도 체크해주시고 확인해주셨다. 그리고 박희영 선생님은 GTP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11명의 학우들과 함께한 것은 잊지 못할 경험이다. 팀워크도 전

체적으로 좋았다. 이번 GTP 활동은 개인 발표였기 때문에 팀 활동이 많지

는 않았다. 하지만 12명의 학우들이 일주일 동안 함께하는 과정에서는 서

로의 발표를 도와주면서 협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로의 진로와 발표 기

관에 대해서 토의하면서 인식의 틀을 넓힐 수 있었다. 나와 비슷한 나이대

의 학우들이 훨씬 더 큰 꿈을 가지고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인상 깊

었다. 나는 그저 우리나라, 좁게는 나 개인의 삶만을 생각한 반면에, 같이 

간 친구들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세상을 좋게 만들려는 일에 더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러한 노력에 많은 희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꿈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나 역시도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장

기적인 안목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군대를 다녀온 

고학번인 나는 조금씩은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서 과거의 세상을 위해 일하

고 싶어했던 열망들을 뒤로 하고 제 앞날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었다.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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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앞두고 있는 나에게 GTP는 패기 넘치던 시절의 각오를 다시 한번 떠

올리게 하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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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Washington, D.C.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내가 GTP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새내기 시절, 교내 포스터를 통해서

였다. 그 이후로도 매 방학마다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접해 왔지만, 당시에

는 지원할 만한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막연히 언젠간 지원해 보겠다

고 마음만 먹었었다. 그러던 내가 본격적으로 지원을 마음먹은 것은, 2012

년 9월 교내 취업박람회에서였다. 경력개발센터 부스에는 해외 인턴십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GTP 프로그램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안내자로부터 이번에는 워싱턴 D.C.가 방문 예정지라는 점, 그리고 전공의 

연관성이 적더라도 관련된 활동 경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선발될 수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 때마침 여름 동안 유학 준비를 하면서 이력서와 영어 성적 

등이 준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이 드디어 지원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력개발센터의 공지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렸다. 

단순히 학교 지원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한다는 생각에서 지원했

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다

이다경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08학번)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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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아마도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세계

를 이끄는 입장이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략 결정의 중심지가 바로 

워싱턴 D.C.다. 따라서 워싱턴 D.C.의 기관을 방문하고 인턴십을 획득한다

는 것은 ‘디자인적 사고를 이용한 창의적인 전략가’가 되고자 하는 나의 꿈

을 고려했을 때 엄청난 기회였다. 구체적인 참가계획을 세우기 위해 나는 

담당 선생님에게 메일로 방문이 예정된 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

다. 제공받은 구체적인 기관들을 간단히 조사해보니 이번에 방문하는 기관

들은 정부기관,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씽크탱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

다. 의사 결정 및 전략 수립의 선도 기관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나는 이번 

GTP를 통해 이들 기관이 어떻게 사고하고 결정하는지를 배우고 싶다는 목

적으로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과정

참가 신청서 양식에는 세 가지 질문이 있었다. 첫째, 왜 GTP에 지원하는

가? 둘째,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 프로그램에 적합한 당

신의 기술과 재능, 관심사는 무엇인가?) 셋째, 당신의 커리어 목표는 무엇이고 

이 프로그램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따라서 

나는 각각의 질문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했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SOP(Statement of Purpose)가 되도록 글을 구성했다. 

첫 번째 답변의 핵심은 내가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공부하게 될 분야와, 

워싱턴 D.C. 소재 기관 방문이 갖는 상관관계였다. 나는 나의 비전을 설명

하고 내가 인턴십에 지원하고 싶은 기관의 핵심 가치와 그것이 맥락을 같

이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에서 발표 

능력과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의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

으로 서술했다. 또한 짧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던 다른 해외 탐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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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도 덧붙였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대학원으로의 유학과정을 마

친 후 글로벌 기업에서 몇 년간 실무를 익힌 뒤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은 전문분야를 찾으면 박사과정까지 진학할 나의 계획을 서술한 뒤, 글

로벌 싱크탱크와 정책 선도 기관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워싱턴 D.C.에서의 인턴십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서술했다. 또한, 

설사 인턴십 획득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사전 준비 기간에 훈련 받을 영어 

프레젠테이션 방법, 이력서 작성 등의 경험은 나중에 실제로 해외에서 취

업할 때 꼭 필요하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내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영어 인터뷰였다. 영어를 원어민처럼 구사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경험도 없었기 때문

에 면접에서 긴장한다면 한 마디도 못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사전에 GTP

에 참가했던 선배에게 면접 방식과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 물었고, 예상 답

안을 조금 준비했다. 면접대기실에는 나를 비롯한 학부생 20명 정도가 있

었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단독 면접이었다. 대기하는 중에는 긴장을 푸

는데 주력했다. 나는 거의 마지막으로 면접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를 

인솔하신 국제대학원 김태균 교수님과 경력개발센터 박희영 선생님을 뵈

었다. 면접은 5분가량 편안한 분위기에서 짧게 진행되었고, 두 가지 대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먼저, 나는 이미 외국 대학원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졸업 

후 해외 취업 목표가 뚜렷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국은 9월

에 학기가 시작되므로 이번 2월에 졸업하는 나는 실질적으로 워싱턴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이 적합했다. 면접이 끝나갈 무렵, 교수님께

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셨다. 

“왜 워싱턴 D.C.인가? 왜 워싱턴 D.C.에서의 인턴십이 너의 장래 계획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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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대답은 간단했다. 

“왜냐하면 워싱턴 D.C.는 지금 세계의 전략적 허브이기 때문입니다. 제 

꿈은 전략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워싱턴 방문은 저에게 꼭 필요합

니다.”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면접의 마무리는 비교적 만족스러웠고, 며칠 뒤 

난 꿈에 그리던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었다. 

사전교육

빡빡한 일정 속에 진행되었던 강도 높은 사전교육은 아직도 잊을 수 없

다. 사전교육은 영어 프레젠테이션, 영문 이력서와 커버레터 작성,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출발 전까지 가장 많은 신경

을 쏟아 붓고, 그만큼 많이 배울 수 있었던 부분은 발표 준비와 이력서 작

성이었다. 지난 GTP들과 달랐던 점은, 팀별로 발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

고, 한 학생당 대표 방문 기관이 배정되고 각자 15~20분가량의 발표를 준

비해야 했다. 물론 레쥬메와 커버레터 또한 담당 기관에 인턴십을 요청한

다는 가정에 맞추어 작성이 진행되었다. 비록 개인마다 내용은 달랐지만 

함께 배우고 고생하면서, 미국으로 출발하기도 전 우리 열두 명은 이미 많

이 친해져 있었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겸 첫만남을 가진 뒤, 바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프

레젠테이션 코칭 세션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총 두 번, 그리고 최종적으로 

담당 선생님과 1대 1 피드백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기관은 그들이 우

리에게 듣고 싶은 주제를 제공했고, 그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제시할 논

리를 짜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몫이었다. 

내가 발표할 기관은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미 환경보

호국, 이하 U.S. EPA)이었고, 나에게 주어진 발표 주제는 “Going gree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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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였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너무

나 간단하면서도 광범위한 주제였다. 그래서 우선 EPA 웹사이트를 방문, 

이 기관의 주된 가치와 활동 분야를 조사했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환경정

책 슬로건이 ‘Going Green’임을 이해하고 나니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을 소개하면 되겠다는 방향이 잡혔다. 최근 GCF, GGGI 등 

큰 국제환경기구를 유치한 데다가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한국의 녹색정책 진행 과정을 조사하는 것은 수월했

다. 게다가 나는 두 번째 그룹이어서 첫 교육에서 다른 친구들이 초안 발표

를 하고 수정 받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나는 green triangle에 초점을 맞추었다. 세계를 선

도할 수 있는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이 가능했던 이유는 전략(strategy), 재

정지원(money) 그리고 기술(technology)이 균형 있게 준비되었기 때문이

라는 것이 요지이다. 여기에 덧붙여, 그들이 학생 인턴에게 요구하는 것은 

좀 더 일상 생활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고 창의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생각

해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녹색화 노력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초안을 작성했다. 

처음 봉민아 선생님 앞에서 발표할 때 상당히 고민이 많았다. 얼추 스크

립트는 나왔지만 암기할 시간이 부족했고 워낙 영어를 편하게 구사하는 친

구들이 많아 그들 앞에서 나의 발표를 보인다는 것이 부담되었다. 그러나 

발표가 끝난 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잘한다’라는 칭찬을 들었다. 12명 중 

둘밖에 안 되는 이공계생이었고 외국에서 생활한 경험도 전무했기 때문에 

비록 합격은 했지만 많이 위축되어 있던 나에게 이 긍정적인 피드백은 전

환점으로 다가왔다. 평소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 신선하게 구성한 ppt와 영

어 전달 속도, 그리고 적당히 무게감 있는 스토리가 정말 좋았다는 극찬을 

듣고 나니, 자신감이 붙어 더 즐겁게 이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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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성을 좀 더 간단히 하고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까지 나의 PPT와 스크립트는 끊임없이 고쳐지고, 다듬어졌다. 

다음 교육은 레쥬메와 커버레터 작성이었다. 이미 대학원과 인턴십에 지

원해 본 경험이 있어서 ‘쓰던 거 그대로 내면 되겠지’ 했던 나의 생각은 오

산이었다. Richard Goss 선생님과 함께 진행된 레쥬메 교정은 신선한 충격

이었고, 커버레터라는 개념이 생소했던 나는 이 세션을 통해 정확한 정의

와 구성을 배울 수 있었다. 우선 레쥬메의 경우, 형식은 가장 무난하고 간결

하여 가독성이 좋되, 그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피드백 전의 나의 영문 이력서는 독특한 디자인의 빽빽한 두 장이었지만 

수정 후에는 많은 이력들이 생략되고 양도 한 페이지로 줄었지만, 나를 ‘환

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기관’에 인턴을 하고 싶어하는 매우 준비된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었다. 커버레터 최종본 작성은 박희영 선생님께 많

은 도움을 받았다. 이력서와 커버레터에 주로 쓰이는 긍정적인 어휘 목록

을 함께 참고하며 적절한 표현을 만들고 불필요한 부분을 줄일 수 있었던 

개인 상담이 있었기에 정말 마음에 드는 깔끔한 나만의 커버레터를 작성할 

수 있었다. 

2. 현지 활동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내가 발표자였던 U.S. EPA는 미국인의 공중보건과 환경을 보호하는 법

규를 제정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우리의 다른 방문기관

인 Woodrow Wilson Center와 함께 Ronald Reagan Building에 위치하

고 있으며 이번에 방문한 워싱턴 D.C. Headquarters office를 비롯,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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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총 10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정

부가 환경 문제에 관한 비전과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면, 연구소, 기업 등과 

함께 일하면서 구체적인 규제 방안 및 전략을 만드는 것이 바로 EPA의 역

할이다. 환경 정책을 주관하는 우리나라의 환경부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오바마 정부는 예전부터 ‘Going Green(녹색화)’ 운동을 장려해 왔고, 신

재생에너지 개발, 환경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에서 녹색화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EPA 측에서 나에게 요구한 발표 주제는 바로 ‘한

국의 녹색화(Going Green in South Korea)’였다. 나는 그들이 좁고 깊은 분

석보다 전반적인 한국의 녹색화 상황을 보고받고 싶어한다고 생각했고, 이

에 덧붙여서 환경보호를 향한 한국인들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따라서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녹색성장포럼에서 소개

된 그린 트라이앵글과 그린 다이아몬드의 개념을 차용, 한국의 녹색성장 

발표 중인 나의 모습.

Ronald Reagan Building and International Trade Center 로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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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가진 strategy, technology, money라는 세 측면의 노력과 people

이라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설명하며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기

에 한국이 글로벌 녹색성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개요의 발표를 

했다. 

반응은 놀라웠다. 담당자 Mi S. Cox 매니저는 내 발표에서 많은 것을 배

웠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 자리에 있던 대여섯 명의 직원들도 한

국이 이런 다양하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선

한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발표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15분간의 프레젠테

이션이 끝나고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의 분위기로 알 수 있었는데, 총 4파

트, 그리고 각각의 파트를 채우는 사례들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왔

다. 내가 혼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은 함께 간 다른 친구들이 답변해주

고 교수님께서 제언을 하시는 등 자연스럽게 발표장소는 토론의 장으로 변

했다. 나도 발표 자료에는 없지만 사전 조사를 할 때 읽었던 재미있는 사례

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며 그들의 호기심에 답변했고, 이렇게 나의 발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U.S. EPA의 Mi S. Cox 매니저 및 김태균 교수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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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Washington Center 등과 같은 비자 해결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으면 인턴십 획득은 어려웠다. 하지만 미국의 정부기

관을 방문했고,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든지 지식이 요구되는 환경 분야의 

학생 대표 발표를 맡았다는 점은 향후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다음주에는 나의 이력서를 검토했던 Mi S. Cox 매니저가 한국을 방문하시

는데 EPA에서 인턴을 했었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기관 방문 내용

U.S. EPA를 비롯해 총 11개 기관을 방문했고, 각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뜻밖의 기관에서 취업하고 싶다는 강한 동기부

여를 받기도 했다. 기억에 남는 기관은 Prudential과 Woodrow Wilson 

Center였는데, Prudential의 경우 다른 학생의 주제 발표가 끝나고 자연

스럽게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던 점이 인상 깊었다. Woodrow Wilson 

Center는 한국에는 유사한 기관이 없어 방문 전까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

지 모호했으나 담당자와 함께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기에 

기억에 남는다. 

Woodrow Wilson Center에서 북한문제에 관해 연구하는 연구원은 

Woodrow Wilson Center를 ‘학생 없는 대학교’라고 비유했다. 정치와 밀

접히 연관되어 당파성을 지닌 브루킹즈 연구소나 헤리티지 재단과는 달리 

Woodrow Wilson은 순수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엄밀히 말하면 싱크탱

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이 곳은 다양한 분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연

구를 학문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대학원에 가서 좀 더 아카데믹한 커리

어를 밟는 것도 고려중인 나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언젠가 한번

쯤 꼭 커리어로 거쳐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문한 다른 기관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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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띠고 있었고 각 담당자들의 이색적인 커리어 

로드를 들으며 나의 장기적인 플랜을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현지 교육 및 특강

미국에 도착해서 일정 중 틈틈이 진행되었던 교육 및 특강 세션은 사전

교육만큼이나 큰 도움이 되었다. 

도착 첫 날, 짐을 풀자마자 발표 연습은 시작되었다. 더군다나 나는 첫 날 

발표자였기 때문에 첫 날 발표를 하게 될 나와 다른 한 친구는 더욱 인텐시

브한 교육과 연습이 진행되어야 했다. 우선 교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논

리와 콘텐츠 점검을 받고,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발음 코칭을 받았다. 미국 

현지 교정 선생님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진행된 발음과 전달력 교정은 내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한 번도 원어민 선생님에게 나의 발음에 대한 피드

백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나로서는 반복되는 지적에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다. 예를 들어, 나의 발표 키워드는 ‘energy’와 ‘strategy’였

코칭 세션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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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나는 이 두 단어를 이상하게 고정된 방식으로 발음하고 있었으나 선

생님의 도움으로 반복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었다. 비록 한 시간의 짧은 시

간이었지만 1대 1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좋아졌고, 발표 속도 조절

도 보다 능숙해졌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Washington Center에서 진행된 네트워킹 기술 

세미나였다. 명함을 주고받은 후 메일로 첫 인사를 하는 법, 연락을 유지해 

가는 방법, SNS를 이용해 인맥을 관리하고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방법 등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교육받았다. 또한 워싱턴 하면 네트워킹

이 떠오를 정도로 이 네트워킹 기술들을 갈고 닦기에 최적의 장소이고 그

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도 배웠다. 이 세션이 다른 교육들보다 더 

많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는 배우기 힘들었던, 워싱턴 GTP 참

가자였기에 배울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타 활동

•네트워킹 행사

네트워킹 기술을 배운 다음날 저녁, 한국계 미국인 리더들을 초청한 네

네트워킹 행사에서 남명호 선배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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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킹 행사가 진행되었다. 주미 한국 대사관 영사님을 비롯하여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의료업 등에 근무하는 많은 분을 만나 인사를 나누면서 정보

를 주고받고 나를 소개해보는 시간이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부담도 되고 

쉽진 않았지만 많은 인생 선배님들께서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고 

편하게 대화를 진행할 수 있었기에,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 진출했을 때 이

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더욱 잘 행동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동문의 밤

서울대 워싱턴 동문회 선배님들과 만났던 동문의 밤 행사는 가장 귀중한 

기억 중 하나이다. 같은 단과대학 선배님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 미국에서 

적응하고 살아오신 경험,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데 겪는 어려움 혹은 자부

심 등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었기에 졸업 후 해외 취업을 고려하는 나에게

는 매우 와 닿는 시간이었다. 

3. GTP-Washington, D.C. 편을 다녀와서

미국의 수도, 전략의 중심지 워싱턴 D.C.를 방문하겠다는 일념으로 준비

하고 출발했던 GTP는 내게 그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었다. 

우선, GTP를 통해 나의 한계를 테스트하고 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왔고 다양한 경력 속에서 발표 능력을 쌓아 왔던 

나였지만 어학 연수의 경험도, 영어 프레젠테이션의 경험도 없었다. 대학

을 다니면서 나와 같은 비전, 더 높은 성장을 위해 달려가는 대단한 친구들

과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여본 적도 없었다. 이런 나에게 프로그램에 참여

하기 위해 영어로 인터뷰를 하고 뛰어난 친구들과 함께 해외 취업 및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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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교육을 받고 미국 정부기관 실무자들 앞에서 정식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고, 그것들을 해내고 그 속에서 더 성장하는 나

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다.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일주일

은 기말고사, 졸업논문 작성 기간과 겹쳐 매일같이 밤을 새워야 했고, 미국

에 가서도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 내가 나

의 한계를 확인하고 그 한계를 확장시켜 간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했던 

나와 함께한 팀원 모두가 자랑스럽다. 

GTP에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였다. 해외 기

관에 방문했을 때는 실무자들의 커리어 로드를 들었고 우리를 인솔하신 김

태균 교수님, 박희영 선생님과도 나의 향후 진로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함께 간 친구들도 각자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계획, 

각자가 희망하는 취업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의 진로도 좀 더 견고히 

수정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윤정, 지영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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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배정 기관이 다르고 인턴십 획득 여부도 개인차가 컸지만 이런 

성격의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멋진 팀워크를 꽃피웠던 점도 매우 기억에 남

는다. 첫 날 발표였던 친구와 함께 새벽까지 서로의 발표 준비를 도와주던 

기억, 발표자가 질문에 당황했을 때 모두가 함께 대답했던 기억, 그리고 자

연스럽게 서로의 창의적인 머리를 맞대어 주제발표 뒤에는 항상 그 기관의 

담당 분야에 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던 점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일주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GTP 참가자들은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

우고, 긍정적인 자극을 받으며 끈끈한 우정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나와 같

은 비전을 가진 멋진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GTP에 신청

하길 바란다. 

끝으로, 내가 GTP 준비와 졸업 준비로 정신 없을 때 많은 응원과 도움을 

준 전공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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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Washington, D.C.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우연히 GTP를 알게 된 다른 팀원들과 달리, 이전에 참여한 주변 선배를 

통해 2학년 때부터 GTP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모집시기 즈음에, 계속 경

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던 중 모집공고를 보게 되었고,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다. 

사실 GTP를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진로를 아직 확실히 정하지 못

했기 때문이었다. 해외에서 일을 한다거나 혹은 해외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국제기구에서 일할지, 외국계 기업에

서 일할지, 한국기업의 해외업무를 맡는 부서를 지원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진로에 골고루 관심이 있어서이기도 하

고, 어떤 일이 나에게 맞는지 확신이 잘 서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

다 그 직업에 대해서, 그 직업이 하는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

다. 주변에 선배들이 취업을 시작했지만, 이제 갓 취직한 분들에게 그 직업

생각하지도 못한 소중한 배움을 얻은 
계기가 된 GTP

이지영 (영어교육과 10학번)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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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주변에 국제기구

나 외국계 기업에 취직한 선배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

도 아는 바가 없었다. 그래서 사실 지원할 때는 막연하게 ‘진로를 정하는 데 

어떻게든 도움이 되겠지’라는 마음 반, 선배들로부터 프로그램 구성이 잘 

되어 있고 많이 배우고 좋은 추억을 남겼다는 것을 듣고 경험해봐야겠다는 

마음 반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과정 

이것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지원 당시 교환

학생으로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접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도 모르는 상태였다. 하지만 너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

선 정성을 다해 지원서를 썼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면접을 보는 다른 지원

자들과 다른 나만의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교환학생으로 있으

면서 NGO와 대사관에서 인턴십을 했던 경험을 썼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운 점과 그렇기 때문에 GTP에 참가하여 배우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

를 분명하게 지원서에 적었다. 그리고 GTP에 참가한다면 발표 주제에 대

해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턴십에서 했던 자료 조사 경험

과 교내 프레젠테이션 동아리 활동을 집중적으로 적었다. 그리고 면접 준

비는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왜 참가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왜 뽑혀

야 하는지 지원서를 토대로 연습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면 가고 

싶은 기관과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이 기억에 남는데,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가 GTP에 참가한 선배들이 조언해준 질문이라서 면접 직전에 준비해 대답

할 수 있었다. 영어로 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는 능력도 중

요하겠지만, 꼭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조리 있

게 대답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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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발표기관 배정과 사전교육 사이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일단 발표 준비를 해야 했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사전교육에서 프

레젠테이션 스킬과 발표 내용에 대한 코멘트를 받으면서 계속 연습했고, 

워싱턴에 도착해서도 교수님께서 계속 수정된 내용에 대한 코멘트와 피드

백을 해주셨기 때문에 발표하기 직전까지 더 나은 발표를 위해 수정과 연

습을 반복했다. 

돌이켜보면 최종적으로 발표했던 자료에 비해 처음 내가 준비했던 발표 

자료는 형편없었다. 처음에 내가 받은 코멘트는, 그럭저럭 괜찮지만 발표 

태도나 발표 구성이 너무 밋밋하다는 것이었다. 발표 기관과 발표 주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다. 발표할 기관이 선정

된 다음 발표 주제에 대해 조사할 때, 우선 해당 기관에 대해 먼저 파악하

는 것과 동시에,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나 발표자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몇 발표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발표를 구성하고 이끌어 나간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

관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참신하고 새

로운 아이디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배울 때에는 큰 목소리와 적당한 속도로 말하는 연

습을 많이 했다. 그리고 발표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너무 많은 내용

을 담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발표 준비

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큰 주제에 비해 10~15분 정도의 발

표이기 때문에 준비할 때 가장 명심해야 하는 것이었다. 교수님께서 내용

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실 때는, 나의 발표 주제가 이전에 한번도 생각해보

지 못했던 것이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을 많이 

이용하여 모호하게 준비했던 것을 주로 지적 받았다. 다른 기관의 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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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완벽한 자료 조사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기

보다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발표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이력서와 커버레터는 사전 교육에서 배운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최대한 간결하고 보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작성하는 법도 배웠다. 지원자의 입장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원서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점을 고려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

요하다. 폰트, 글자 크기, 줄 간격을 잘 조절해서 읽기 편하게 작성해야 하

며, 수많은 지원서를 읽게 될 사람에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험들만 효과적으로 적어야 한다. 처음에 

작성한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모두 첨삭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2. 현지 활동

회사 소개

나는 Radio Free Asia(자유아시아방송)에서 발표하게 되었다. Radio 

Free Asia(RFA)은 1994년 미국 의회가 입법한 국제 방송법(International 

Broadcasting Act)에 의해, 1996년에 미국 

의회의 출자, 투자에 의해 설립된 국제 방

송국이다. 미국 하원의 지원을 받아 9개 언

어로 아시아 전 지역을 향해 단파방송을 

하고 있다. 본사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

다. RFA는 뉴스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
Radio Free Asi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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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아시아 국가의 청취자들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다른 언어로는 중국어, 티베트어, 버마어 등이 있다. 한국어 방송은 

1997년 3월에 시작했는데, 이는 북한에 방송을 하기 위함이다.

발표 주제 및 내용 

나의 주제는 RFA가 북한 청취자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기자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었고, 북한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이 있어서 기관 

선정을 할 때 1순위로 지원을 했지만 주제를 받아보니 막상 아는 것이 없어

서 너무 막막했다. 하지만 기관이 선정된 이후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방

송도 계속 듣고, 자료 조사를 해가면서 발표 준비를 했다. 마지막으로 확정

된 발표에서는 우선 도입부에서 현재 RFA가 북한 주민들에게 어필하고 있

는 방법과 그 현황을 내가 파악한 것을 토대로 소개했다. 그리고 본문에서

는 청취자를 넓힐 수 있는 거시적인 접근법과 다양한 청취자 층을 만족시

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제시했다. 하

지만 조사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RFA가 정보에 목말라하는 북한 주민들

을 잘 만족시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RFA가 할 수 있는 역할

이나 방송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덧붙였다. 

나의 발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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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기관 활동

RFA에서는 우선 발표를 하기 전에 RFA에서 참석한 분들 소개가 있었고, 

RFA를 소개하는 짧은 동영상을 시청했다. 사실 한국에서는 RFA에 대해 알

려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갔는데, 발표를 할 수 있

는 시설도 방송국이라서 그런지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그리고 부사장, 프

로그램 부국장, 한국어 서비스 국장, 그 외 많은 기자 분들이 참석하여 한편

으로는 긴장되기도 했지만 나의 발표와 GTP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는 것 같아서 설레기도 했다. 

발표하고 나서는 질문을 받았는데, 준비하면서 코멘트를 받을 때 예상했

던 질문도 있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있었다. 너무 긴장해서 발표 기

관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최대한 아

는 범위 안에서 대답하면서 여유롭게 대처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기억에 남

는다. 예상보다 정말 많은 분이 참석해주셔서, ‘미리 알았더라면 예상 질문

도 좀 더 꼼꼼하게 준비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남지만, 그런 멋진 발표회

방송현장 견학 2.

방송현장 견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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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그 분야 최고의 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것 자체가 정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인턴십에 대해서 인터뷰

를 했고, 그 다음에 방송국 투어를 했다. 실제로 베트남어 방송이 녹화되는 

것도 보고, 한국어 방송이 어떻게 녹음되는지도 보았다. 그 이외에 방송국 

기계들을 실제로 보게 된 것이 처음이라서 매우 신기했다. 

정부 기관, 사기업, 연구 기관, 박물관 그리고 내가 발표한 방송국까

지 다양한 기관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나는, 

다른 기관에서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Woodrow Wilson Center의 경우에는 발표 주제가 북한 관련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이어서 발표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기도 했다. 그리고 

Smithsonian Institute에서는 국제 관계와 관련하여 박물관의 역할을 살펴

본 주제가 신선했다. 그 이후에 Smithsonian 박물관에서 한국관을 방문했

는데, 작은 규모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전시가 잘 되어 있었다. 그리고 발표

The World Bank 방문.

IDB 브리핑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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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가하신 분이 한국관을 담당하신 분이었는데, 이에 관한 설명도 해주

시고 박물관 전체를 안내해주시기도 했다. 

방문한 기관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World Bank(세계

은행)와 KOTRA에서 파견되신 분을 통해 방문한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미주개발은행)이다. 원래 국제기구에 관심이 있었는

데, 사실 학생으로서는 뉴스나 책이 아니면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는 것

이 쉽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접한 정보는 너무 막연하거나 나에게는 가능

하지 않을 것 같이 다가온다. 그런데 이번 GTP를 통해서 World Bank에서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으로부터 실제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방법을 자세히 

들어보고, IDB에서 일하시는 분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국제기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들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국제기구로의 

취업이 현실로 가까이 다가온 것처럼 느껴졌다. 

현지 교육 및 특강 

우선 코칭 세션에서 발음 교정을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잘못 발음하고 

있던 것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단지 발표를 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평소

에 영어를 발음할 때 간과하고 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 발음 연습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인터뷰를 할 때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좋은 문장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그리고 네트워킹 스킬은 보기에는 쉬워 보였지만, 실제로 

배운 것을 적용하여 연습을 하는데 생각처럼 말이 잘 나오지 않아서 당황

스러웠다. 그리고 이번에 워싱턴에 와서 가장 실감하게 된 것이 네트워킹

의 중요성이었기 때문에, 임정란 선생님께서 실제 경험을 이야기 해주시면

서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네트워킹을 해야 하는지, 유용한 표현, 관련 홈페

이지 등을 가르쳐주신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학생 보고서

미국 워싱턴: 정치·외교 편   109

대학 탐방, 동문의 밤, 네트워킹 행사 등 기타 활동

George Washington University를 방문했는데, 도시 안에 각각의 건물

들이 대학교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건물들이 독특했고, 주변

에 국회의사당, 정부기관들과 박물관이 함께 있다는 설명이 대학교를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게 했다. 그리고 우리 학교와 마찬가지로 이 학교에도 서

점이 있었는데, 안내해주던 학생이 교과서를 사서 공부하고 다시 반납하면 

일정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설명해주었다. 그 외에도 벽

돌에 졸업생의 이름을 일일이 새긴 것과 같은, 의미 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Capitol Hill에서 Charles Rangel 하원의원을 만나 한국 전쟁에 참가했

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인상 깊었다. 전쟁에 참가할 때에도 한국이 어디

에 있고, 지금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모르고 참전했었다는 것 그리고 전쟁

에서 전우들을 잃고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난 후, 세상을 살아

가면서 더 이상의 어려운 일은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 많은 것을 생

각하게 되었다. 

네트워킹 리셉션 행사에서는 네트워

킹 스킬을 배운 것이 유용했다. 사실 네

트워킹이라는 개념이 한국에서는 흔하

지 않기 때문에, 서서 여러 사람을 만난

다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고, 처음 만나

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계속 이야

기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

럽기도 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서 많은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도 네트워킹을 통한 인맥이 도움

Lincoln Memorial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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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는 것을 실제로 알 수 있었다. 

네트워킹 리셉션 행사에는 대사관에서 오신 분,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분

들과 몇몇 선배님들이 참석하셨다. 그 중에서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직

업을 가진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제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떤지 

알 수 있었고, 그 중 이후에 가능한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주신 분들도 

있었다. 그리고 네트워킹을 할 때 명함을 미리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학생이긴 하지만 계속 연락을 하고 싶다면, 일방적으로 받기보다는 내 쪽

에서도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드린다면 좀 더 기억하기도 쉽고, 정

중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문의 밤에서는 여러 선배님들을 만났는데,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

하시는 분들이었다. 한참 윗 학번의 선배님들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오래전

에는 미국에 정착하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웠으므로 그때 겪으신 이야기들

과 또 미국에 오게 된다면 혹은 외국에서 살게 된다면 도움이 될만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다. 그리고 선배님들 가운데 우리가 방문하지 않은 

또 다른 국제기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참석하셔서 그에 관한 이야기와 앞

으로의 진로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며 격려해주셨다. 

네트워킹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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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TP-Washington, D.C.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GTP에서 가장 크게 얻은 가치는 국제기구 취업

의 가능성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너무 멀게만 느껴진 국제기구 취업이, 직

접 기관을 방문해보고 그 곳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

으면서,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어려운 길이라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각 기관을 방문한 후 팀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뿐만이 아니라 ‘왜 이 곳에서 일하고 싶은지, 왜 이런 일을 하고 싶

은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제 그곳에서 일하

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히 전문성을 가지고 외국 사람들과 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것이라면 많은 어려움

이 따를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해외 취업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물론 끊임없이 노력해야겠지만 언어보다도 분야의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비롯해, 

해외 취업에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점들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경

험할 수 있었다. GTP가 아니었다면 다른 곳에서는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기관을 방문하여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과정에서 김태균 교수님, 경력개발센터 박희영 선생님, 워싱턴센터 관계자

분들, 다른 팀원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배우게 된 

가치들이 컸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이 앞으로의 진로를 설계할 때 정말 소

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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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워크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즐겁게 프로그램을 마치고 올 수 있을지 걱정되

었다. 게다가 프레젠테이션 주제가 모두 달라서 각자 준비했기 때문에, 팀

워크를 쌓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워싱턴에 도착한 이후에, 밤새 프

레젠테이션 수정과 연습을 함께 반복하면서, 처음에 각자가 준비했던 프레

젠테이션부터 계속 연습하는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발표 직전에는 발표 태

도뿐만 아니라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코멘트를 주고 받는 것이 가능

해졌다. 그리고 각자 다른 분야를 전공하는 팀원들이었고, 서로 관심사, 진

로, 목표가 달랐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주제를 바

라볼 수 있었고, 나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팀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얻고자 하는 가치가 있었던 

만큼 마음도 잘 통했고, 열심히 하는 다른 팀원들을 보면서 나도 발표를 잘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동기부여가 되었다. 

향후 계획

비록 이번 GTP를 통해 꿈에 한 발짝 다가가기는 했지만, 이번에 배운 것

을 바탕으로 스스로 더 공부해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

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가능성을 더 알게 된 

만큼 이제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다. 국제기구 취업이라는 나의 최종적인 꿈

이 잠시 흔들렸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희망을 찾게 되었다. 하지

만 앞에서도 언급한대로 왜 국제기구에 취업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해서 다

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방

법에는 정규직도 있지만, 프로젝트를 통해 일시적이나마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경험을 해보고 싶은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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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은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분야인 교육대

학원에 진학할지 아니면 다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전문대학원 혹은 다른 

분야의 일반대학원에 진학할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꿈

에 다다르기까지 어떠한 길을 선택할지도 잘 계획해야 할 것 같다. 

글로벌 인턴십 성공전략

글로벌 인턴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인 것 같다. 자신감은 자기 

능력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타난다. 그리고 동문회 밤에서 어떤 

선배님께서 한국 학생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하고 묵묵하게 공부만 해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

는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이 한 경험과 스스로의 능력

을 정리해서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네트

워킹의 중요성이었는데, 어쩌면 한국에서는 인맥이라고 생각되어 부정적

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네트워킹은 학연, 지연과는 다르

게 자신이 노력하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

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학생 신분으로는 네트워킹 기회가 흔치 않은데, 직접 만날 수 없더라

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블로그를 이용한다거나 관련 분야의 사

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간접적인 네트워킹 방법도 중요하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나의 관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두 번에 그칠 수도 있

는 네트워킹 기회보다 나를 잘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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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Washington, D.C.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유용한 인턴십과 아르바이트 공고를 낸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이번 GTP 프로그램도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선배들로

부터 졸업하기 전에 꼭 참여해보라고 권유를 이미 받았었기에 좋은 프로그

램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GTP 프로그램에서는 매번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른 도시를 방문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인 ’정치・외

교’의 주제로 미국 Washington, D.C.를 방문한다고 하여 신청하게 되었다. 

졸업 이후 진출 분야로 국제정치와 국제기구에 관심이 있었기에, 이번 기

회를 통해 인턴십 기회를 잡아 내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해

보는 동시에 미래의 기회를 넓이는 차원의 노력을 하고자 하였다.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었던 시간

이지현 (영어영문학과 10학번)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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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정

선발과정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서류심사에서는 영어 성

적과 학점을 포함한 간단한 자기소개와 미래의 포부, 내가 GTP 프로그램

에 선발되어야 하는 이유 등을 적었다. 서류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대상으

로 영어 면접이 이루어졌는데, GTP 프로그램의 인솔자셨던 김태균 교수님

께서 면접을 담당하셨다. 기본적으로 GTP 프로그램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보셨고, 이에 대해 Washington, D.C.에서 만날 수 있

는 다양한 기관들을 방문하여 미래의 Global Leader로서의 자질을 키우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영어 면접은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

할 줄 아는지를 평가하시는 것 같았다. 

사전교육 

올해의 GTP 프로그램이 작년의 프로그램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사전교

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는 점이다. 일주일에 두 번 세션을 참

여하게 되어 있었는데, 학기 중이었기에 기말고사 준비와 과제 기간과 겹

쳐 벅찬 감이 있었다. 합격자들에게 방문 기관 한 개씩이 주어졌고, 기관에

서 제시한 주제대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게 되었다. 프레젠테이션의 완

성본은 언어교육원의 봉민아 선생님이 검토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

이 되었다. 

나의 경우, 처음부터 주제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러나 

봉민아 선생님과 여러 차례 의논 끝에, 기존의 주제와 프레젠테이션을 포

기하고, 아예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수정하였다. PPT 준비에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깔끔한 구성과 논리적인 전개를 중심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PPT의 주제는 명료해야 하며, 결론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슬라이드를 기술적으로 구성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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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단순하고 깔끔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나라에서

는 PPT를 화려하게 만들고 이미지를 많이 넣는 반면에, 미국에서의 PPT는 

단순하고 실용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차이점도 알게 되었다. 또한 résumé

와 cover letter를 쓰는 법도 배웠는데, 이 또한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한눈

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것과,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력서를 구성할 것인지 등에 대해 배우고 나니, 앞으로 인턴

이나 일자리에 지원함에 있어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는 1968년 미국 

의회가 윌슨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소이다. 세계적인 전문가

들이 모여 외교, 안보, 냉전사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우리

가 방문한 기관은 ‘북한 국제문서 연구사업(NKIDP)’으로, 북한에 관한 비

밀 문건을 발굴하여 연구하고,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이었다. 

발표 주제 및 내용

내가 발표한 내용은 “How the Two Koreas View Each Other”라는 주

제를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 지에 대한 것이었

다. Woodrow Wilson Center는 앞에서도 언급했듯,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이미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소개하기보다는, 

한 명의 한국인으로서, 남북관계가 나를 비롯한 한국인들의 개인적인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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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소개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으리라고 판단하였

다.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이후로 급격히 달라진 남

북관계가 한국인들의 일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소개하였고, 이에 대

한 근거를 찾기 위해 한반도 통일평화연구원의 자료와 다양한 남북 관계 

연구, 통일연구의 자료를 조사하여 내용을 뒷받침하였다. 

Woodrow Wilson Center의 NKIDP(North Korean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에서는 말 그대로 ‘documentation’을 중심으로 연

구하는 곳이기에, 문헌상의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실제 남북관계의 현실’에 대한 시사점을 던지고 싶었다. 

이를 위해 탈북자들을 인터뷰하였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열

리는 강의에 참석하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였다. 

발표 주제가 남북한 사람들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아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탈북자들의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발표 내용은 결론적으로 남북한이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공포감을 느

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남한이 북한에 대해 더욱 강한 적대감

과 위협을 느끼고 있었으며, 나의 개인적인 사례를 통해 전쟁에 대한 위협

이 어떻게 개인들의 삶까지 침투하였는지를 소개하였다. 또한 통일평화

연구원의 조사를 참조하여,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통계적으

로 제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을 세대별, 학력별, 소득별로 분류하여 통계

를 낸 결과, 남한 국민들이 높은 수준의 전쟁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오히려 1970~80년대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밝혀

졌다. 또한, 북한 사람들의 의식을 조사함에 있어서 직접 북한 사람들을 대

상으로 인터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조사 대상을 탈북자들로 설정하였

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진행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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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북한 인민들도 만만치 않게 남한에 대한 불안감과 위협을 느끼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남한 국민들보다 낮은 수치였다. 조사 대상

자들이 ‘북한 인민들’이 아닌 ‘탈북자들’에 한정되었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조사 기관(the Ministry of Unification, the North Korean Refugee 

Foundation)을 통해 cross-checking하여 표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

력하였다. 

이외에도 북한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2012년 기준 90% 이

상의 탈북자들이 남한의 대중 매체를 접한 경험이 있었고, 남한에 대한 긍

정적인 인식(동경,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 인민들은 남한에 대해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동시에, 남한을 동

경하고 있음으로써 양가적인 감정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이해하고, 대남/대북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러

 Woodrow Wilson Center의 브리핑.

 Woodrow Wilson Center에서. 



 학생 보고서

미국 워싱턴: 정치·외교 편   119

한 개인들이 체감하는 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남

북한 국민들의 개인적인 삶에 침투한 대남/대북 인식은 결과적으로 여

론으로 발전하여 정책 수립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Social 

Constructivism의 이론에 따라, 개인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영향의 중요성

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여 평화로의 길을 이끌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며 

발표를 마쳤다.

기관 방문 내용

일주일 동안 10개가 넘는 기관을 방문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

상적이었던 기관들 몇 개를 들자면, EPA(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와 Prudential Financial, 그리고 RFA(Radio Free Asia)이다. 첫날 

EPA를 방문한 경험은 굉장히 고무적이었다. EPA의 총책임자와 각 부서의 

Prudential Financial에서 기념 촬영.

나의 프레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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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들이 모두 참석하였고, 우리의 프레젠테이션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발

표가 끝난 뒤, 한국의 ‘Going Green’ 정책과 다양한 활동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EPA가 나아가야 할 길,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방

법들과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였다. 정부기관의 고위직에 앉으신 분들이 대

학생인 우리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그 동안 

소홀히 생각했던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그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

이 들게 하는 다시없을 경험이었다.

가장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기관은 Prudential Company였는데, 우

리 일정에 포함된 몇 개의 사기업들 중 하나였다. Prudential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확한 프레젠테이션 주제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의 로비

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후, Prudential의 부사

장 두 분이 오셔서 한국에 진출한 Prudential의 이미지, 시장에서의 전략, 

한국에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하셨다. 우리는 대학생의 눈으로 보는 

한국 사회와 Prudential의 위치,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략과 비전

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위 임원직인 분들이 우리의 의견을 열정

적으로 받아 적으시며,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피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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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백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장장 3시간이 넘는 세션이 끝나

고 나자 모두의 마음에 열정이 가득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방문한 기관 중 가장 좋은 인상을 받았던 기관은 바로 RFA(Radio Free 

Asia)였다. 처음에 이 기관에 대한 사전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RFA에서 진행되는 세션을 듣자 RFA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특히 내가 

관심이 있는 Inter-Korean Issue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기관

이었기에 더욱 흥미가 생겼다. 

RFA의 주된 타깃층은 북한 주민들로서, 다양한 전파를 통해 비공식적으

로 RFA 방송을 내보낸다. RFA가 방송하는 뉴스의 주제는 다양하다. 북한 

주민이 외부 사정을 듣고 이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

적이다. 더불어 북한 주민의 내부적인 문제들, 어려운 경제 사정과 인권 억

압 등의 문제까지 아울러 해결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RFA의 주제 또한 “어떻게 하면 북한 청취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를 묻

고 있었기 때문에, 발표자가 이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여러 가지 제

Radio Free Asia에서 Jennifer 씨와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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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내놓았고, RFA의 임원들은 모두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여 피드백을 주

셨다. 특히, RFA는 다른 어떤 기관과 비교했을 때보다도 많은 임원이 환대

해주며 관심을 보였다. 인턴십을 얻는다면 RFA에서 얻고 싶다는 생각을 했

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비전과 가장 일치하는 기관이었기에 가장 많

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앞의 사진은 RFA의 책임자 중 한 분인 Jennifer 씨

와 함께 남한의 젊은 세대(20~30대)가 북한의 미래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남북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

누는 모습이다.

현지 교육 및 특강

가장 인상적이었던 특강은 Jimmy Rhee에 의해 진행된 리더십 특강이

었다. 리더십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 Mr. Rhee는 리더십이 무

엇인지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

는 힘이라고 하였다. 타인으로 하여금 존경과 따르려는 마음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는 힘이 바로 리더십이며, “You will know it when you see it.” 

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리더십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의 말대로 Jimmy 

Rhee를 보면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포부와 꿈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도 Jimmy Rhee에게 좋은 강연에 감사하다는 메일

을 드렸는데, 이름과 얼굴을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부탁하시며 나를 기억

하고자 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면서 앞으로

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자는 따뜻한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동문회의 밤

워싱턴 서울대학교 동문회의 밤과 네트워킹 리셉션에는 어마어마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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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님들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특히 내가 관심 있는 외교 쪽에

서는 총영사님이 오셔서 외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조

언을 해주셨다. 또한 이외에도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선배님들이 

각 분야에 관심 있는 후배들에게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의 길

에 멘토 역할을 해주셨다. 특히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서 도움을 받고

자 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따뜻한 말씀에 감동을 많이 받

았다. 

3. GTP- Washington, D.C.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GTP는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진행되었지만, 내 인생에 다시 없을 

터닝포인트를 제공한 경험이 되었다. 처음에는 막연히 ‘정치・외교’라는 주

제이기에 신청하였지만, 직접 가서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경험해보니 내

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더욱 구

체적이고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Inter-Korean Issue’에 대한 관

심이 있었지만 그 자체에 대해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지에 대해서는 

Woodrow Wilson Center와 RFA, World Bank를 차례로 방문하며 그 구

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다.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국제문서를 다루

며 기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직접 북한 청취자들을 위한 방송을 만

들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인식의 폭을 넓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

겠으며, 빈곤(Fight Poverty)을 이기는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권 문제에 

기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내가 어떠

한 기관에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며 나의 인생을 설계하여 세상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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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중

요한 변화였다. GTP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와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더욱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추구하기 위한 발전적인 노력

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팀워크

우리의 팀워크는 그야말로 최고였다. 이번 GTP 프로그램이 내가 원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고, GTP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학부 3~4학

년)가 적절하게 맞물려 이러한 훌륭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가장 나에게 자극이 된 것은 GTP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한 다른 팀

원들이었다. 11명의 다른 팀원들은 모두들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었고, 이로 인해 배울 점이 정말 많았다. 다른 분야에 대해 모르는 것은 서

로가 도와주며 그를 채워줄 수 있었고, 협력을 통해 서로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우리는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밤마다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

누었으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인식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었다. 그 결

과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서로를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고,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향후 계획 

이번 GTP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향후 외교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목

표를 세우고 있다. 미국 SNU Alumni Night에서 만나 뵌 총영사님의 말씀

을 듣고, 또한 다른 여타의 기관을 방문하며 느낀 점을 바탕으로 외교 쪽에

서 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국제무대에서 나의 관심 분야인 세계 평화, 

인권, 소수자의 존중 등을 위해 일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외교에 대한 사

전 지식을 탄탄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더욱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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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외국어 실력을 키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글로벌 인턴

십을 통해 더욱 많은 경험을 쌓고자 한다. 

글로벌 인턴십 성공전략

GTP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충분히 준비하여 원하는 바

를 파악하라는 것이다. 내가 GTP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관을 방문하여 어떠한 주제로 발표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세

우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GTP 프로그램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영어 실력을 꾸준히 쌓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

을 가지고 배경지식을 쌓는다면 GTP 프로그램 내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

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프로그램 내내 적극적인 자세로 글로벌 인턴십 

기회를 찾는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미 국회의사당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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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Washington, D.C.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2011년 가을부터 2012년 봄까지 일년에 걸친 교환학생 기간 동안, 미국

이라는 거대한 나라는 언제나 나를 가슴 뛰게 했다. 쉴새 없이 돌아가는 거

대한 시장과 곳곳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정치・외교적 이슈들은 한국의 상

황과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미국 내의, 그리고 한미 간의 여러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언

젠가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는 예상보

다 빨리 찾아왔다. 우연한 기회에 GTP 참가자 모집 공고를 접하게 된 것이

다. 선배의 이야기로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고 있었고, 이번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학기 중 파견이

라는 큰 모험을 무릅쓰고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워싱턴에서 세계를 보다

정다은 (미학과 09학번)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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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정

참가자 모집 과정은 서류와 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서류 전형에서는 간단

한 이력서 형식의 질문과 더불어 지원 동기와 자신의 강점,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답을 영어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해야 했다. 나는 GTP가 나의 직업 선

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경제와 비즈니스

의 현황을 경험하기에 매력적인 국가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지원 동기로 강

조했다. 또한 지난 학기 워싱턴 D.C.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교환학생을 다

녀왔기 때문에 짧은 파견 기간 동안의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점과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에 빨리 익숙해지고 배우는 성격은 GTP에 

알맞은 나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서류 전형 합격 이후에는 교수님과 면접이 있었다. 학부생 10명과 대학

원생 2명, 총 12명의 인원을 뽑는 면접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 가지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갔지만 

사실상 면접에서 이야기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면접은 지도교수님이셨던 

김태균 교수님과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됐다. 많은 면접자 때문에 한 사람

에 배정된 시간은 5분 정도밖에 없음을 알려주셨고, 지원 동기와 자기소개, 

프로그램 참가 시에 하고 싶은 프레젠테이션 내용, 그리고 서류에 있는 내

용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하셨다. 

사전교육 및 프레젠테이션 준비

최종 합격 발표 이후 12월 중순 출국 전까지 약 한 달 동안 사전교육이 

있었다. 교육은 프레젠테이션 교육, 이력서 작성법, 미국 문화에 대한 내용 

등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GTP와는 달리 이번에는 개인당 한 기관을 도맡

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부담이 더 

컸던 것 같다. 다만 나의 경우는 World Bank에서 발표를 하게 된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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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같은 기관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

께 발표하게 됐다. 

프레젠테이션은 언어교육원의 봉민아 선생님의 지도로 이루어졌다. 첫 

시간에는 각자 발표 주제에 맞게 생각해온 내용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았

고, 이후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해나갔다. 나와 윤정

이가 World Bank에서 받은 주제는 “한국이 국제개발 이슈에 관심을 가지

고 있는지, 한국의 청년들이 이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에서는 이러한 인재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였다. 처음 준비해갔던 

프레젠테이션이 지나치게 정보 위주의, 학생답지 않은 프레젠테이션이라

는 지적을 받았다. 거의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제를 어

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해 파트너인 윤정이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

었던 것 같다. 많은 자료를 검색하면서 고민했다. World Bank에서 한국 대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짧은 발표이지만, 어떻게 

하면 World Bank 인사 담당자에게 한국 청년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

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차근차근 발표를 준비했다. 

모두들 시험기간 또는 과제 제출 기간이 사전교육 기간과 겹쳐서 힘들어

했지만, 그래도 같이 모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적인 측

면과 우리의 영어 발표 능력 역시 눈에 띌 정도로 향상되어 갔다. 

2. 현지 활동

오랜 준비를 끝내고 드디어 워싱턴으로 향했다. 일요일날 워싱턴에 도착

해서 월요일부터 학생들의 발표가 시작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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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신 없이 리허설과 발음 교정을 받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11

개의 기관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동창회나 리셉션까지 진행되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이었다. 그 중 World Bank에서의 우리 발표는 후반부인 

목요일에 진행되었다. 

기관 소개

김용 총재 덕분에 한국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World Bank는 IMF

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국제 금융기구로 꼽힌다. World Bank는 일반적인 

개념의 은행이라기보다는 빈곤을 줄이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독특한 파

트너십이다. 188개국의 멤버로 구성된 두 기구,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와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로 이루어져 있다. 1944년 설립된 이래 워싱턴에 본사를 두고 있

으며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지부에서 9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World Bank는 국제협력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일해보

고 싶은 기구일 것이다. 규모도 워낙 클 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 발표할 기

회가 흔하지 않은 곳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표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됐다. 김태균 교수님이 World Bank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 한국인 

분들도 우리 발표를 보러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그 부담감

은 더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첫날을 제외하고 발표 이틀 전 정도부터는 파

트너인 윤정이와 밤 늦게까지 프레젠테이션을 수정하고, 발표 내용을 복습

하며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다.

드디어 발표날이 되고, 앞 기관인 Woodrow Wilson Center와 

Smithsonian Institution을 거쳐 그날의 가장 마지막 장소인 World Bank

에 도착했다. 건물이 정말 멋졌고, 그 크기도 이전에 방문했던 다른 기관들

에 비해 큰 편이었다.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발표 장소로 향했고,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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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니저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이탈리아 분인 이 매니저 외에도 

World Bank에서 일하시는 한국인 분들과 몇몇 서울대학교 선배님도 발표 

장소에 참석해 주셨다.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발표가 시작되었다.

발표의 전체적인 골자는 첫째,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 지원 현황. 둘째, 한

국 청년들의 관심 증가와 구체적인 활동 사례들. 셋째, 한국 청년들의 국제

개발 진출 어려움과 이에 따른 제언으로 구성되었다. 한국 전쟁 후 케냐, 우

간다와 동일한 수준의 GDP 규모이던 한국은 이 시기에 해외 원조로 생계

를 유지했으나 오늘날 20,000달러 이상의 GDP를 기록하며 전쟁 후의 가

난을 극복한 성공적인 국가로 꼽힌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 나라가 전무하며, 국제원조 수혜국에서 기부국으로 바뀐 

나라 또한 전례가 없다. 따라서 한국의 국제개발 현황의 상황은, 경제 성장

국으로서 국제적인 개발원조의 요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이

러한 요구에 발맞추어 국제개발원조기금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

고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한국의 높은 인

터넷 보급률이 개발 이슈에 관한 정보 획득을 용이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반기문 UN 사무총장, 김용 World Bank 총재와 같이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 지도자들이 젊은이들에게 끼치는 영향 역시 청년들

의 개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것이 발표의 전달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청년들이 중심이 된 개발 관련 활동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 중 세 

가지를 꼽아 소개했다. 첫 번째 예시는 최근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국제 

봉사의 가장 인기 있는 방법으로 꼽히는 해외 봉사활동이었다. 많은 젊은이

들이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년간 해외에 나가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

하며, 한국의 기업 또는 정부가 이러한 젊은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

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기업 또한 해외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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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원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해외 봉

사에 참가하는 20대 청년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예시는 아이디어 자원으로서,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재능 기

부’의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청년들은 개발 협력에 참여할 

경제적인 자원이 부족한 대신 시간과 열정,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협력에 참여할 자신들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사

례였다. 구체적인 예로 여러 젊은 디자이너들이 모여 동남아시아의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are Stick’이라는 천연 칫솔을 만든 것을 들 수 있

다. 이들은 구강암 등의 구강 위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양치질하

는 방법조차 모르는 동남아시아 주민들을 위해, 현지의 재료와 사정을 고

려하여 천연 칫솔을 디자인했다. 이러한 점은 2005년 파리 선언의 핵심이 

된 ‘ownership’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김태균 교수님의 조언에 따

라, 현지의 정책과 환경, 상황을 고려하여 활동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World Bank에서 발표하는 나의 모습.

World Bank의 Roberto Amorosino 인사팀 매니저가 채용과정

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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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예시는 정보 채널로서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단체

였다. GP3라 불리는 이 단체는 한국의 언론 매체들이 자극적인 정보를 전

달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빈곤 문제 등에 소홀이 하고 있다는 점을 문

제의식으로 삼는 단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청년들은 인터넷을 이용하

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 국민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

용하고 있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SNS 이용률이 높은 것을 이용하여 

이들은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 빈곤 관련 위키피디아 등을 만들

고 이를 통해 빈곤에 대한 여러 이슈들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자 했다.

이처럼 국제개발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기구에 진출하려는 관심

에 비해 그 기회가 좁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의 국제개발 원조가 늘어나는 상황과 수혜국에서 기부국이 된 유일한 

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젊은이들의 취업 및 인턴십 기회를 늘려줄 것을 

World Bank에서 Roberto Amorosino 인사팀 매니저에게 감사패 전달.

World Bank 로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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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했다. 또한 다른 국제기구에 비해 World Bank는 기구가 하는 일에 대

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홍보 역시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 또는 청

년 인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방안임을 제시

했다.

인턴십 채용 과정

준비한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인사담당자로부터 인턴십과 채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World Bank는 학부생을 대상으로는 인턴십

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 학부 졸업생 이상을 대상으로 2년 과정의 인

턴십을 제공하고 있다. 기구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들

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드물게 정규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고 프로젝트 형식으로 학부생이 인턴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프로젝트 관련자를 통해 직접 인턴으로 채용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World Bank에서 일하고 계시는 두 선배

님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두 분 다 학부 졸업 후 관련 분야에서 공

부를 더 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직접 활동하다 World Bank에서 일하게 되

신 분들이었다. 한 선배님께서 해주신 말이 기억에 남는다. 너무 빨리 인턴

십을 얻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생각해보고 치열하게 고민한 후에 꾸준히 공부해 나간다면 좋은 기회는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말씀이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내실을 

다지는 것보다 이력서에 넣을 경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한편으

로 존재했던 터라 특히 와 닿았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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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한국인들과의 만남

워싱턴에서 두 번의 한국인 모임에 참석했다. 하나는 워싱턴센터에서 주

최한 한국인 모임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울대학교 동문회 모임이었다. 워

싱턴센터에서 열린 한국인 모임에는 총영사님을 비롯해 많은 분을 만나 뵐 

수 있었다. 리셉션 형식으로 진행된 자리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소 어색

하기도 했지만, 워싱턴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모임은 한국 식당에서 진

행되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셨다. 할머니, 할아버지 연배의 대선배

님들부터 30대 선배님들까지 연령이 다양했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모두 

오랜 기간 미국에서 놀라울 정도로 멋진 일을 하신 분들이라는 점이었다. 

어린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질문들에 성의 있게 대답해주셨으며, 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나 WEST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분

들도 많았다. 

워싱턴 지역 서울대학교 동문회 모임 1.

워싱턴 지역 서울대학교 동문회 모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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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TP- Washington, D.C. 편을 다녀와서

글로벌 인턴십 성공전략

글로벌 시대, 세계에서 일하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막상 인턴십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은 편이

다. 기회는 찾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한국에서와 같이 공개적인 과정을 거

쳐 인턴십에 지원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찾고 담당자를 찾아가 직접 그들에게 관심사를 표하고 인턴십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외국 학생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외

국어 실력을 비롯한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을 갈고 닦는 것은 물론이고, 사

람들과 교류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네트워킹이라

는 말을 이번 프로그램 동안 참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만큼 미국이 동료

들의 도움과 추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형

성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 전문성을 

기르고, 동시에 관련 분야의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배우려는 노력을 한

다면, 외국 학생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미국에서 인턴십과 나아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벽이 크게 높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GTP를 통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 및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된 점

GTP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재산은 가능성이다. 나는 영어로 전문적인 내

용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영어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국제

개발 분야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GTP를 

준비하는 동안 끝없이 자료를 조사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연습함

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이 아

닌 어디에서도 노력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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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GTP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경험이다.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통해 얻은 

서울대학교 학생, 한국인으로서의 가

능성 역시 컸다. 다들 똑똑하고 유능

한 사람들이어서, 발표의 내용이 충실

했음은 물론이고 짧은 시간 동안 준

비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좋

은 발표를 보여주어서 방문한 기관마

다 담당자들의 칭찬이 끊이질 않았다. 

같이 공부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른 사람들의 사고의 깊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며, 서로 성격도 잘 맞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발

휘한 것 같기도 하다. 김태균 교수님과 박희영 선생님, 그리고 열두 명의 참

가 학생들이 모여 일구어낸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바쁜 스케줄이었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돕고 웃으며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던, 짧지만 너무도 값진 일주일이었다.

Lincoln Memorial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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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Washington, D.C.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GTP를 알게 된 것은 1학년 겨울방학 때였다. 새내기라는 것에 도취되

어 신나게 대학생의 삶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1학년이 끝나고 말았다는 것

에서 상당한 허무함을 느끼던 때였다. 좀 더 건설적으로 대학생활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선배들에게 많이 들었지만 자주 이용하지는 

않았던 마이스누 게시판을 훑던 중 ‘글로벌 역량 강화 캠프’라는 것이 눈에 

띄었다. ‘글로벌 역량 강화 캠프’는 경력개발센터에서 해외 인턴십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을 해주는 워크숍이다. 

예전부터 한국과 다른 문화권에 살면서 일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이 워크숍에 참가하게 되었다. 글로벌 리더의 특강, 영문 이력서 작성 요령 

특강, 영어 면접 요령 등 해외 인턴십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캠프 마지막 날 경력개발센터에서 Global Talent Program을 통

해 실제로 학생들을 훈련시켜 해외 유명 기업들에 파견한다는 것을 알게 

노력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정윤희 (소비자아동학부 10학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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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캠프에서 맛보기로 해외 인턴십에 대해서 배우면서 해외 인턴십에 

대한 선망이 커졌던 나는, GTP에 대해 안 순간 3학년이 되면 반드시 지원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기업에 취

업하는 것보다는 국제기구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면

서 주로 학생을 사기업에 파견하는 GTP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할지 스스로 

자신이 없어졌다. 그러던 중 3학년 2학기에 GTP 공고를 봤는데 마침 2012 

GTP의 주제가 내가 정말로 관심 있는 ‘외교와 정치’였다. 1학년 때부터 키

워왔던 기대감도 한 몫 했지만, 매년 주제가 바뀐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주

제로 파견될 수 있는 기회는 이 때뿐이라고 생각했고, 파견 기간이 기말고

사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치도 고민하지 않고 지원했다. 

지원과정

선발 과정은 서류 심사 후 영어 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지원서는 모두 영

어로 작성해야 했다. 지원서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에는 다

른 지원서와 마찬가지로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적게 되어 있었다. 2부는 

관심 분야와 지원 동기, 자신의 자질, 그리고 GTP가 어떻게 자신의 커리어 

개발에 도움이 되는지 기술하게 되어 있었다. 나는 1학년 때부터 GTP를 알

았으며 계속 참가하길 희망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관

심이 많음을 피력하려고 했다. 가족아동학과와 외교학을 복수전공하며 장

차 전공을 살린 분야의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라는 점을 밝히면

서 2012 GTP의 주제인 ‘정치와 외교’에 상당히 부합하는 사람임을 보여주

려고도 했다. 그리고 아직 인턴 경험이 없기에 GTP에 참가해서 교육을 받

으면 보다 자질 있는 인턴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나의 진로 설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기술했다. 

영어 면접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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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관심 있었던 국제기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국제기구에서 왜 일하

고 싶은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영어 면접은 

박희영 선생님께서 참관하시는 가운데 인솔 교수님과의 일대일 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지원 학생이 많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면접 시간은 상당히 짧

았으며 교수님께서는 지원서에 작성한 경력사항과 지원 동기를 중심으로 

질문하셨다.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본인이 GTP 참가자로서 자질이 충분하

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셨는데, 너무 참가하고 싶었기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네, 당연합니다!”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난다. 

사전교육

사전교육은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교육 2회, 영문 이력서 작성 요령 교육 

1회, 미국 기업 문화에 대한 교육 1회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외에

도 PPT 개인 면담 2회, 이력서에 대한 개인 첨삭 1회가 더 이루어졌다. 프

레젠테이션 방법에 대해서는 언어교육원에서 근무하시는 봉민아 선생님

께서 해주셨는데 재미있게 설명해주셨고, 발표 내용과 태도에 대한 지적을 

직설적으로 해주셨기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력서 특강은 경력개발센터에

서 근무하시는 외국인 강사께서 해주셨는데 영문 이력서 작성에 대해서 잘 

몰랐던 나로서는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력서 작성에서 형식을 매우 강조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합격 통지를 받고 방문기관에 대해 통보를 받은 다음 약 3일 뒤 발표할 

기관과 주제를 배정받았다. 그러고서 약 2주 동안 PPT 초안과 발표를 준

비하고 1주 뒤에 resume와 cover letter를 제출해야 하는 다소 빡빡한 일

정이었다. 내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정치∙외교 분야 외에도 환경, 금융, 문

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이 선정되었다. 참가자들은 기관 배정을 위해

서 3지망까지 희망하는 기관을 제출했는데, 나는 아쉽게도 3지망에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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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탈락되었다.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외교 분야에만 해당하는 기관을 주로 

해서 지원했는데 모두의 관심사가 비슷했기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던 것 같

다. 이 기회에 조금 다른 분야도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서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과 상의 끝에 Smithsonian Institution으로 배정

받았다. Smithsonian Institution에서는 발표 주제를 4가지 중에서 고르게 

했는데, 나는 내 관심분야와 그나마 가까운 주제 “The role of museums in 

international diplomacy”를 선택해서 조사하기 시작했다. 

Smithsonian Institution은 상당히 인지도도 높고 규모가 거대한 기관이

Smithsonian Institution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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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기관에 대한 정보는 많이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박물관 자체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져본 적이 없었기에 발표 주제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는 것

이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도 마침 외교정치와 문화를 아우르는 수업을 듣

고 있어서 교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외교학에서 배운 것들을 총동

원해서 발표 내용을 구상했다.   

Resume와 cover letter를 작성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당

시 나는 국립 자연사박물관 내의 Asian Cultural History Program에서 일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resume와 cover letter를 작성해야 했는데, 세

부 부서까지는 정보를 구하기가 힘들었기에 작성하는 데 어려웠다. 특히나 

박물관 업무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분야라서 내가 여태까지 해온 이력들을 

최대한 박물관 업무에 맞게 연관 짓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다. 당시에는 막

막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중요한 연습을 해본 것이다. 살면서 자신이 어

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는가? 

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Smithsonian Institution은 19개의 박물관, 9개의 연구단지와 동물원

으로 이루어진 미국 정부 산하의 세계 최대 문화∙학술∙연구 복합 단지

이다. 이는 Washington, D.C. 소재의 기관에만 한정된 것이며 Arizona, 

Maryland, New York City, Virginia, Panama 등지에도 분점이 있고, 미국 

전역에 있는 168개의 박물관도 Smithsonian의 자매기관으로 등록되어 있

다. 약 1억 3700만 점 정도의 물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매년 3000만 명 정

도의 방문객들이 무료로 이 모든 것들을 관람하고 간다. 거대한 규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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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알 수 있듯이 Smithsonian Institution은 명실상부하게도 미국의 문화 

보존과 학술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Smithsonian Institution은 학생에게 다양한 인턴십 기회를 주기도 한다. 

박물관과 부서마다 다르긴 하지만 매년 약 4회에 걸쳐서 인턴십을 채용한

다. 다양한 박물관이 있기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영역도 다양하고, 박

물관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홍보, 경영, 행정, 의전 

등 다양한 일을 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턴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편견처

럼 연구나 자료조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개방적이고 

친절하며,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분위기라고 정평이 나 있다. 

Smithsonian Institution 한국전시관에서.

Smithsonian Institution에서 나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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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우리가 방문했던 박물관은 국립 자연사박물관(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이하 NMNH)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영화 ‘박물

관이 살아있다’의 촬영장소로 더 알려져 있다. NMNH는 자연계와 인류학

에 대한 전시를 주로 다루지만 Korea Gallery라는 한국관도 있다. 현재 

NMNH 산하 Asian Cultural History Program에서 한국관을 관리하고 있

으며, 나는 이 특정 부서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 

발표 주제 및 내용

내가 선택한 발표 주제는 ‘The role of museums in international 

diplomacy’였다. 박물관은 얼핏 보면 외교와 무관해 보이지만, 사실 상당

히 밀접하며 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UNESCO가 ‘인류 공동 유산’이

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이래, 박물관들은 문화를 보존하고 다른 문화권의 

것들과 교류하는 주체가 되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미술관 

특별 전시회만 봐도 그렇다. ‘르네 마그리트전’, ‘바티칸 박물관전’ 등은 모

두 해외 소재의 박물관과 국내의 박물관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소장품을 

교환하기로 협정을 맺으면서 개최되는 것들이다. 즉, 박물관도 이제는 외교

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박물관의 외교적 순역할에 대해

서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기에 이것에 대해서 발표하면 식상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면, 즉 국가와 같은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히고, 외교적 분쟁에 노출되는 박물관의 현실적인 면

에 대해서 발표해보고 싶었다. 예를 들면, 박물관들은 때때로 소장품 반환

을 둘러싸고 국가들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또, 한국관과 같이 국가를 주제

로 한 특별 전시관에 국가가 많은 돈과 에너지를 쏟는 현상을 보면 박물관

은 특정한 이해세력의 입지를 대변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발표의 초점을 박물관의 외교적 역할 중 현실적인 측면에만 맞추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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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의 이상적 측면이 아닌 현실적 측면을 조명한 것에 기관 담당자도 호

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는 NMNH에 도착해서 먼저 Asian Cultural History Program의 사

무실에서 나의 발표와 그에 대한 기관 담당자의 코멘트를 들은 후, 그 부서

에서 하는 일에 대한 질문 시간을 가졌다. 박물관 업무는 왠지 학술 연구가 

대부분일 것 같다는 내 편견과는 다르게 커뮤니케이션과 이동이 상당히 많

이 필요한 업무임을 알 수 있었다. Asian Cultural History Program 부서

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 일부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포괄했기에 아

시아 전반에 대한 지식과 호기심이 필요하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시아 문화에 대한 특별 전시를 기획하기 위해

서는 현지인과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행도 잦고, 언어 능력이 필수

라고 한다. 그 후, 우리는 한국관과 자연사박물관의 전시를 관람했다. 전시

장이 너무 넓어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전시되는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고 

재미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기관 방문 내용

첫째 날에는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과 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를 방문했다. SBA는 미국의 중소기업청과 비슷한 기

관이다. 우리는 한국의 FTA에 대응하여 중소기업들이 채택해야 할 전략

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중소기업’이라는 개념 외

에 SBA에서만 사용하는 Small Business의 개념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EPA는 미국의 환경과 보건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EPA에서는 한국의 녹색

산업 전략에 대한 발표를 들은 뒤 기관 담당자의 적극적인 주도 아래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Prudential Financial, D.C. Mayor’s Office, 그리고 U.S. 



 학생 보고서

미국 워싱턴: 정치·외교 편   145

Chamber of Commerce를 방문했다. Prudential Financial은 보험회사이

지만 사회 공헌 활동에 특히 힘을 쓰는 사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한

국의 로비 문화에 대한 발표를 듣고 이와 관련해서 열띤 토론을 했다. 토론

을 가장 활발히 할 수 있었기에 방문했던 기관들 중 가장 기억에 남기도 한

다. D.C. Mayor’s Office에서 우리는 특히 아태지역 주민들을 담당하는 부

서를 방문해서 아태지역 주민들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발표

를 듣고, 부서에서 하는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도 들었다. 또, 여성 한인 이주

민으로 출발해서 기관장으로 성공하신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U.S. 

Chamber of Commerce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CSR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셋째 날에는 Radio Free Asia와 U.S. Capitol Hill, Bennett Group 

Financial을 방문했다. Radio Free Asia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기관들 중 

하나이다. RFA는 북한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 언어로 라디오 방송을 하

는 비영리단체였다. 우리는 RFA의 방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발표

를 듣고서 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진 후 시설을 견학했다. RFA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남한도 할 수 없는 일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고,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놀랐다. U.S. Capitol Hill은 

미국의 국회이다. 건물이 정말로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건물을 견학한 후에 

Charles Rangel이라는 6・25전쟁 참전용사 출신 미국 국회의원과 면담을 

하면서 미국인으로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한 생

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Bennett Group Financial은 컨설팅 회사로, 

Bennett의 중국 진출 전략에 대한 발표를 듣고 회사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을 가졌다. 

넷째 날에는 Woodrow Wilson Center, Smithsonian Institution, The 

World Bank를 방문했다. Woodrow Wilson Center는 저명한 정치외교 

연구소로 우리는 그 중에서도 북한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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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서에 방문해서 북한과 남한의 서로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듣고 토론했다. 그 부서에서는 북한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미국 청

소년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교육과정을 개발하

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정말 흥미로웠다. The World Bank에서

는 인사 담당자께서 친히 우리를 맞이해주셔서 실속 있는 정보를 많이 주

셨고, 우리는 한국 청년들이 개발 협력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

한 발표를 들었다. World Bank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었

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일을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다섯째 날에는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KOTRA, USAID를 방

문했다.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는 다양한 건물들을 탐방했

다. Urban Campus라고 해서, 캠퍼스 전체가 도시처럼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정말 신기했다. KOTRA에서는 한국의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발표를 듣고 KOTRA 워싱턴 D.C. 지사에서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USAID는 이름을 처음 봤을 때 미국의 개발 협력을 관장하는 기관인줄 알

았는데, 기관 담당자 분의 설명을 듣고는 스페인어권에 특화된 개발 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지 교육 및 특강

우리는 기관 방문 외에도 리더십, 인터뷰 스킬, 네트워킹에 대한 특강을 

들었고 기관 발표에 앞서 원어민 강사님으로부터 발음에 대한 코칭을, 인

솔 교수님으로부터는 발표 내용에 대한 코칭을 받았다. 정말 알찬 일정이

었다고 할 수 있겠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네트워킹에 대한 특강이었다. 

배정받은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 만큼이나 긴장되었던 것은 네트워킹 행사

였는데, 이에 앞서 우리는 행사에서 알게 된 중요한 인물들과 어떻게 네트

워킹을 하고 그 인맥을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웠다.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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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도 ‘인맥’ 때문에 참 많이 고민했었는데, 사회 생활에서는 훨씬 더 중요

해지고, 대학 때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을 건네는 

방법에서부터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 조금은 생소

했지만, 역할극을 하면서 연습할 때는 나름 재미도 있었다. 이론적인 특강

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연습해 볼 기회가 있어서 더 좋았다. 

대학 탐방, 동문의 밤, 네트워킹 행사 등 기타 활동

이번 2012 GTP에서는 정말 많은 기관들을 방문했다. 정식으로 학생들

이 발표했던 11개 기관 외에도 탐방 형식으로 방문한 U.S. Capitol Hill, 

USAID,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ashington Center까지 합치면 

총 15군데를 다녀왔다. 또,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각 기

관에서 우리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역할을 설명해주셨던 분들 

외에도, 네트워킹 행사와 동문의 밤에서 뵈었던 한인 리더들 등 영향력 있

는 분들을 많이 뵈었다. 

기관마다, 또 사람마다 받은 인상도 조금씩 달랐고 배운 것도 조금씩 달

네트워킹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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랐지만 공통적으로 강하게 느끼고 배운 것은 하나였다. 바로 ‘네트워크의 

중요성’. 한국도 인맥 사회라고 생각했지만, 워싱턴은 한국보다도 더 네트

워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았다. 우선, 서울보다도 작은 면적에 미국 

전체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를 움직이는 알짜배기 기관들이 집결해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워싱턴은 참 좁은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방문하는 기관

마다 우리가 이전에 방문했던 기관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으며, 다른 기관

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아는 사람이 한두 명씩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또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

지도 느꼈다. 나보다도 영향력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랑 짧은 시

간 안에 공통의 관심사를 형성하고 내 자신을 각인시킨다는 것이 여간 어

려운 일이 아니었다. 아직은 네트워킹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서툴지만, 그래도 학부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귀한 시간 내서 중요

한 정보들을 알려주시는 분들을 보면, 네트워킹의 핵심은 역시 ‘타인에 대

한 배려심’에 있지 않나 어렴풋이 생각해보았다.  

이번 2012 GTP 편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앞서 

설명했던 워싱턴에 대한 좋은 인상과는 사뭇 다르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

만 우리가 방문했던 대부분의 기관들 중 특히 한국인이 없었던 기관들은 

모두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프로젝터를 기술적으

로 연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 그 중 가장 인

상적이었던 곳은 Bennett Financial이었다. 회의실에 프로젝터와 함께 쓸 

스크린이 없어서 기관 담당자가 임기응변으로 A4용지 여러 장을 손수 이

어서 벽에 붙이고 발표를 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었다. Bennett에서 발

표하기로 했던 친구는 그래도 용케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내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당황해서 발표를 잘 못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넷째 날 발표하기 직전에 엄청나게 긴장한 상태에서 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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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었는데 그만 체하고 말았다. 그날 저녁 동문의 밤 때 멋진 선배님들께 말

도 제대로 못 붙이고 혼자 끙끙 앓았던 기억이 난다. 어떤 상황에서든 긴장

하는 것보다 즐기면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3. GTP-Washington, D.C.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2012 GTP를 통해서 도전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예

전부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미

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도전하기보다는 ‘내가 원래 하던 것이나 잘

하자’, 혹은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가만히 생각을 다듬어서 더 나은 방

향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만약 이러한 생각

을 계속 따랐다면 나는 GTP에 지원하지 않고 기말고사 준비를 착실히 했

을 것이다. 내년에 지원하겠다는 헛된 결심을 다지면서 말이다. 하지만 나

는 이번에 도전해서 많은 것들을 얻었다. 발표할 기관을 배정받았을 때 3지

망 모두 탈락해서 실망스럽긴 했지만, Smithsonian Institution이라는 새로

운 기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의외로 박물관 업무도 나에게 맞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새로운 가능성을 더 열어두게 되었다. 

도전에는 늘 위험이 따른다. 그렇지만 그것을 감내하면 얻는 것도 많다. 

사실 준비 기간과 파견 기간이 기말고사 기간과 겹쳐서 매우 힘들었다. 워

싱턴 현지에서도 관광이나 휴식은커녕 매일매일이 토론과 밤샘과 발표 준

비의 연속이어서 상당히 지치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렇게 열정을 

불태우면서 임했던 만큼 기억에도 많이 남고 배운 것도 참 많다. 어렵게 준

비했던 발표였기에 내 발표를 듣고 박물관 담당자 분이 나의 주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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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해주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렇게 작은 부분

조차도 생생히 기억에 남게 되는 것 같다. 

사실 나는 1학년 때, 내가 3학년 때 GTP를 참가하게 된다면 이미 내 진

로와 꿈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뒤라서 GTP가 그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첫 번째 단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1학년 때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

는 여전히 내가 졸업 후에 하고 싶은 일, 6개월 후의 내 모습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떠났다. 물론 모든 것이 확실해진 상태에서 떠났다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진로에 대해 방황하는 중에 GTP를 참

가했기에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힘든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내 강점과 약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처리해야 할 업무 여러 개가 겹쳤을 때, 즉 업

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도 일상적인 활동을 즐기면서도 업무

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리해야 할 업무들에만 온통 신경

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내가 전자와 같은 사람이기를 바랐는데 아니

었다. 이 점은 반드시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GTP를 떠나기 전 내 자

신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활동하는 것이 많은 Radio Free Asia에 더 

흥미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연구 중심의 Woodrow Wilson 

Center에 더 흥미를 느꼈다. 이는 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었다. 이렇게 자

신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을 토대로 현재 나는 내 진로를 다시 그리

고 있다. 원래는 아동의 인권 옹호와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많이 ‘활동’하고 싶었지만, 좀 더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되

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기회와 능력이 된다면 이번에 방문했던 

기관들에서 인턴십을 꼭 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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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워크

이번에 나와 같이 했던 동료들이야말로 2012 GTP에서 얻은 가장 큰 수

확이다. 나는 준비 기간을 합친 약 한 달의 시간 동안 동료들에게 많이 자

극을 받았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해서 나 자신도 스스로 발전을 이룬 것 같

다. 사실 이번 GTP 발표 프로젝트는 모두 개인별 프로젝트로 바뀌어서 팀

워크를 요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랬는데도 동료들은 서로의 발표

를 듣고 상세히 코멘트해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또, 누가 힘들어 할 때면 

재미있는 말이나 힘을 북돋는 말로 서로를 응원해주며 분위기가 상당히 훈

훈해서 정말 좋았다. 워싱턴에 도착한 날 우리들 중 한 명의 생일이었는데 

작은 생일 축하 파티도 해주었던 기억이 난다. 

사실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를 일궈내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해 주신 것은 

교수님과 박희영 선생님이었다. 우리의 소소한 뒷풀이 자리에도 늘 함께 

해주셨고 학생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려고 해주셔서 2012 GTP 팀 전체의 

협력이 더 좋았던 것 같다. 출중한 실력도 갖추었으면서 인간적인 감성도 

갖추었던 이번 2012 GTP 동료들. 워싱턴에 다녀와서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할 중요한 인물들을 많이 만났지만 사실 힘든 시간을 같이 이겨낸 동료들

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네트워킹 상대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향후 계획

GTP에서 나의 적성과 흥미부터 다시 고민하게 된 것 같다.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고 나에게 맞는 진로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Woodrow Wilson Center에서 인턴을 하는 것을 목

표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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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턴십 성공전략

GTP를 왜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볼 것을 추천한다. 나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생각해 왔고 진로에 대해 방황하던 중 실마리를 찾으려고 다녀온 

경우이다. 나와 같은 경우라면 자신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분야라도 도전

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란다. 또, 이것은 내가 하지는 못했지만 다녀와서 느

낀 것인데, 현지에서의 느낌, 생각, 내가 했던 말을 모두 적어보면 좋을 것 

같다. 학부생으로서 방문하기 힘든 곳, 만나기 힘든 사람들, 듣기 힘든 말을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모두 경험하느라 정신이 없을 테지만, 그만

큼 매 순간이 값진 경험이라는 뜻일 것이다. 일정이 2012 GTP와 같이 빡빡

하다면 많이 피곤하겠지만 후에 값진 자료가 될 것이다. 적극성을 키우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GTP는 다시 말하면 ‘기회의 밭’이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에

게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그 사람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할 상황

에 처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시간관리를 잘하

는 사람이 되자. 실제로 사회생활은 늘 이러한 상황의 연속이며, 멀티태스

킹 능력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을 워싱턴에서 만났던 분들께 

배웠다. 모두들 2013, 2014, 그리고 미래의 GTP에서 소중한 경험을 하고 

큰 기회를 잡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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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Washington, D.C. 편을 준비하며 

이번 GTP 워싱턴 D.C. 편 홍보 포스터가 학교 곳곳에 붙었을 때, 정치・ 

외교 편이라는 부제가 공대생인 나로서는 지원을 잠시 머뭇거리게 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하였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

을 가져다 주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나의 비전 성취에 있어 

공학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단순히 공학만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나의 인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공

학자의 몫이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사회 시스템에 적용하는가’

의 문제는 공학자의 손을 벗어난다. 대신, 한 나라의 정치가들, 또는 국제적

인 기구의 외교관 등이 ‘어떻게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린

다. 따라서, 사회와 사람들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내가 공

학자로서의 자질을 어느 정도 갖추면서 그와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와 같은 길을 걷기 위한 준비로서 GTP에 지원하게 되었

다. GTP가 모호한 꿈의 구체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제겐 꿈이 있습니다

최세진 (전기정보공학부 08학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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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P에 다녀와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보다 확실한 지침을 받을 수 

있었다. 

지원은 지원 동기와 이력 등을 써 내는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졌

고,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거치는 방식으로 선발이 진행되었다. 워낙 영어

를 잘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경쟁은 매우 치열했다. 다만 선발시기가 출국

일과 너무 가깝고, 선발 이후에는 곧바로 기말고사 일정이 있어서, 실제 프

로그램을 위한 준비기간이 짧았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남녀의 비율 같

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온전히 점수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번 기수

의 경우 남자가 나를 포함해 두 명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열 명이 여학생이

었던 점은 남학생의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었다. 보다 많은 남학생들

이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었으면 한다. 

사전교육은 프레젠테이션 교육과 이력서, 그리고 커버레터를 작성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대학원 원서를 낼 때나, 외국 회사 인턴십, 또는 해외 취업을 위해 매우 중

요한 과정이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학교 내에서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배우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력서와 커버레터 

작성법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나는 학교 수업과 일정 조정이 힘들어, 현지에 가서 했던 ‘사전교육’이긴 

하지만, 가장 의미 있고, 인상적인 사전교육은 GTP 지도교수님이셨던 국

제대학원 김태균 교수님과 가졌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영어 실력이 

갖추어져 있고, 여러 번의 프레젠테이션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

로 필요했던 것은 형식, 발표 기술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에 담겨 있는 내

용이었던 것이다. 단순한 정보 정리 차원이 아니라, 양질의 정보를 담아내

기 위해, 그리고 특별히 생각과 주장을 담아내어야 했던 나의 발표에 있어

서는 교수님과 발표 내용을 정리해 가는 것이 꼭 필요했고, 이 과정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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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교수

님과 충분한 상의 아래 리서치와 공부를 통해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었으

면 한다. 

2. 현지 활동 

내가 발표하도록 배정받은 곳은 Prudential Financial의 워싱턴 D.C. 사

무소였다. Prudential의 본사는 뉴저지의 뉴어크에 있다. 이날 우리의 방문

과 발표를 위해 워싱턴 D.C. 사무소의 부사장인 Rex Wackerle을 비롯해 

특별히 뉴저지 본사에서 부사장 Brian Pickett까지 함께하였다. 

Prudential은 135년여 동안 개인 또는 기관 고객들의 자산을 늘리고 보

호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오늘날 Prudential은 미국, 아시아, 유럽 그리고 

남아메리카에서 운영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서비스 기관 중 하나이다. 

또한, 회사 마크로 유명하기도 한데, 회사 브랜드 상징인 The Rock은 힘, 

안정성, 전문성, 그리고 혁신의 상징이다. 

미국 Prudential 보험사의 지원을 받는 Prudential 재단은 NPO로, 

Prudential 산하기관이다. Prudential 재단은 교육, 경제개발, 예술 등의 분

야를 지원할 보조금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고 있으며, Matching Gifts 등

의 Prudential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 프로그램을 만듦으로써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년에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여러 사회 공헌 기관들을 통해 투자하고 있다. 

Prudential 재단은 또한 세계로 커가고 있는 회사에 발맞춰 특별히 브라질, 

인도, 일본, 한국, 대만 시장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Prudential은 단순히 보험회사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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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udential은 단순히 보험회사라고는 말할 수 없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개인과 기관을 위한 종합적인 금융관련 일들을 한다. 또한, Prudential의 

기업 문화는 물론 내가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 의견을 자유

롭게 나누고,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느꼈다. 또한, 자신들이 하

는 일에 대해서 매우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전반

적으로 기존의 한국의 동종 보험사들이나 금융회사들의 이미지와는 매우 

달랐던 것이 사실이다.

발표 내용은 매우 흥미롭게도 ‘로비’에 관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Prudential과 로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고 의아했지만, 약간의 조사

를 통해 Prudential 같은 금융회사들이 실제로 정책 결정자들을 대상을 가

장 활발하게 로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며, 그 중에서도 Prudential은 가

장 많은 돈을 들여서 로비스트들을 고용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시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로비는 그들에

게 필수적인 활동인 것이다. Prudential은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시장에서

의 본인들의 입지를 늘려가고 싶은 것이기에, 한국의 기업들이 정부 및 국

Prudential 사무실 앞에서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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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정책 결정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어떻게 로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

게 로비할지에 대해서 발표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발표의 내용은 로비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의 로비에 대한 전반

적인 인식, 한국 로비의 현 상태를 세 가지로 정리, 각 현 상태에 대한 변화

의 기조, 그리고 한국 로비의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구성하였

다. 한국에서 로비는 다들 인식하다시피 부정적이며 로비 활동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도 알려져 있지 않다. 그나마 알려져 있는 로비스트들도 린다 

킴과 같은 무기 로비스트들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볼 때나, 

여러 대기업의 로비 활동 사례들, 그리고 학원연합의 로비 활동 등을 통해

서 한국이 생각보다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로비 활동에는 특징

이 있는데, 바로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인맥에 많이 의존한다는 점, 그리고 

로비가 주로 입법부인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 쪽에 몰려 있다는 점, 시민단

체들의 시위 등의 간접적인 로비 효과가 크다는 점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보았을 때, 특별히 로비의 제도화, 또한 미국의 PAC

와 같은 시스템 도입, 그리고 ‘좋은 로비(Good Lobbying)’의 활성화가 미래 

한국의 로비 활동을 특징지을 수 있는 것들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Prudential에서 발표하게 되었다. 

흥미로운 부분은 Prudential에서 로비에 대해 발표하기 이전에도, 이미 

U.S. SME와 EPA에서 로비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발

표 후에도, KOTRA와 같은 곳에서 로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워싱

턴 D.C.에서 모든 정책이 궁극적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활발한 로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로비활동이라는 것

이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배울 수 있었다. 특별히, 전문성이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부족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로비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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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방법으로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발표 후 Prudential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기

회가 있었다. 내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들이 오

갔고, 특별히 내가 제시한 시민단체의 힘, 밑바닥으로부터의 힘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한국에서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Prudential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미지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등. 한국시장에서 Prudential의 사업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우리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느껴졌다. 놀랍고 흥미롭다고 생각

한 점은, 분명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경

험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인 우리의 의견을 주의 깊게, 열정적으로 

들어주었다는 점이다. 

다른 발표 기관 각각에서의 특징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흥미로운 곳도 

있었다. 특별히 Woodrow Wilson 

Center와 Smithsonian 그리고 

World Bank에서의 활동을 소개

하도록 하겠다. Woodrow Wilson 

Center라는 연구소의 존재는 생소

하고 색달랐다. 얼마 전 뉴스에 나

오기도 했지만, 한국의 싱크탱크, 

연구기관들은 너무나 약하다. 그

렇기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구

하는 Woodrow Wilson Center의 

연구원들을 보니 부러웠다. 그곳

엔 정말 연구가 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만 있는 듯했다. 
링컨기념관 앞 Reflecting Pool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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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ithsonian은 정말 말 그대로 워싱턴 D.C.의 중심부를 박물관으로 가

득 채우고 있었다. 일단, 박물관에 고용되어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놀라운 사실이었다. 일반 대중의 

교양과 지식 수준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물관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

다. 눈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박물관 같은 곳에 적절히 투자할 줄 아

는 곳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박물

관 연구와 교육, 전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물론 있는 것만으

로도 감사하지만) Smithsonian 박물관에 있는 한국관의 모습은 조금 아쉬웠

다. 미국의 대중에게 한국을 보다 잘 알릴 수 있는 공간도 있다면 좋겠다고 

느꼈다. 

World Bank에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계은행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무엇보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의외로 공대 출신의 선배들이 많았는데, ‘먼저 전문

성을 갖자’라는 생각에 보탬이 되었다. 또한, 내가 진정 가슴 뛰는 일을 하

자는 다짐도 다시 한 번 굳힐 수 있었다. 

기관 방문 외에 현지에서 교육도 받았다. 네트워킹에 대한 워싱턴센터의 

전문적인 교육은 큰 도움이 되었다. 특별히 네트워킹에 있어서 단순히 받

는 것이 아니라 ‘기여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follow up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LinkedIn의 필요성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

할 수 있는지에 대한 Power Greeting 강의도 실제 네트워킹을 하는데 도

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네트워킹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의미가 

있었다. 다만 굳이 네트워킹의 범위를 한인들로 정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

각한다. 

그 외에도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 조지 워싱턴 대학교 탐방, 서울대학교 

동문의 밤 등을 가졌다. 서울대학교 동문의 밤에서는 특별히 메릴랜드 대



160   2012 Winter Global Talent Program 

학교(University of Maryland)에 다니는 전기공학부 선배를 두 분이나 만나

뵐 수 있었다. 내 전공과는 다소 무관한 분야의 사람들과 주로 있다가, 같은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니 무척 반가웠다. 그분들 중 한 분으로부터 

인생의 교훈과 힘이 될 만한 조언들을 많이 들었는데 한 문구로 줄여서 말

하면, ‘선택과 집중’이다. 무엇보다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이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3. GTP- Washington, D.C.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날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한 것은 의미가 깊었다. 서울에 비해서 면적만 따졌을 때는 결코 크지 않은 

(심지어는 매우 작게 느껴지는) 워싱턴 D.C.이지만, 그곳이 단순히 미국의 수

도가 아닌 세계의 수도라는 점을 여러 국제기구와 다양한 기관들을 방문하

면서 느낄 수 있었다. 단순히 건물을 거창하게 짓고 외형적인 인프라를 갖

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그 안에서 일하는 사

람들의 ‘내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하였다. 미국이라는 시스템의 

머리가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미국은 색다르게 

다가왔다. 이들의 내공이 느껴졌다. 

이번 GTP 프로그램에 참여한 친구들의 구성은 나로서는 무척 색다른 경

험이었다. 일단 성별로 보았을 때도 많은 여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였으며, 전공으로 보았을 때도 공대생이 아닌 친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선 

내가 평소에 어울리는 친구들과는 다른 꿈과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의 만남

과 교류는 색다른 경험이었다. 밤새 다음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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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돕고 하면서 우정을 쌓았다.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GTP는 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자극이 되었

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워싱턴에서 방문했던 국제기구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것이 당장 실현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김용 World Bank 총재가 말씀

했듯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선 나만의 전문성이 있어

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궁극적으로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선 우선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하든

지 나만의 전문성을 가지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또한 그와 동시에, 

국제협력이나 국제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확신은 못하겠지만, GTP에 참가한 학생들과 함

께 지속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우리들만의 initiative를 시작하는 멋진 일

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GTP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빨리’ 준비하고 ‘길게’ 끌

고가라! 이다. ‘빨리’ 준비하라는 말은 어딘가 새로운 곳에 가는 모든 사람

에게 적용되는 말이겠지만, 분명 아는 만큼 보이며, 보이는 만큼 자기 자신

을 어필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해외 인턴십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는 없지만, 전화가 아닌 오프라인

에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오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학교와 직

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사가 아닌 이상 ‘해외’ 인턴십을 따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GTP라는 기회가 오프라인으로 면접을 볼 수 있는 순

간인 만큼 미리미리 많은 준비를 한다면 더 많은 기회를 잡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내가 발표를 하지 않는 기관이나 회사라 하더라도 사

전에 많은 조사를 하고 간다면 의미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발표자는 아닐지라도 인턴십에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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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겐 꿈이 있고, 이번 GTP는 그 꿈을 위한 중요한 한 발짝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보고서로 GTP의 여정을 마치지만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마틴 루터킹의 외침과 더불어 내 인생의 여정은 새로운 시

작이다! “제겐 꿈이 있습니다!”

링컨기념관 앞 바닥에 새겨져 있는 마틴 루터킹의 “I Have a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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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Washington, D.C.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GTP를 알게 되기 직전 즈음, 나는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매우 

고심하고 있었다. 대학에 입학해서 3학년이 될 때까지 몇 번의 여름, 겨울 

방학을 보냈지만 이처럼 아무 계획도 생각해놓지 않은 방학은 처음이었다. 

큰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

었기에 그 동안은 매번 대외 프로그램, 외국대학 계절학기 수학과 같은 굵

직굵직한 일들을 벌여놓았었다. 그렇지만 이번 방학에 임하는 나의 태도는 

조금 달랐다. 이번에는 무언가 나의 진로, 직업 세계에 직접 도움이 될만할 

일을 하고 싶었다. 1학년 때 휴학을 오래 했었기에 나는 이제야 3학년이 되

었고 그 동안 친구들, 혹은 후배들이 인턴 활동으로 방학을 보내는 것을 이

미 많이 봐왔었다. 이를 지켜보며 조바심이 나곤 했는데 나도 이제는 대외

활동보다는 커리어에 직접 도움이 될 인턴을 알아봐야 하지 않나 생각했

다. 그리고 이번 방학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게 되든 진로를 확실히 정하고 

진로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보다

최윤정 (영어영문학과 09학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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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마이스누와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자주 들락거

리던 중이었다. 어느날 학관에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때 딱 GTP 공고 포

스터를 발견했고 이거다 했다. 이번 GTP의 주제는 바로 정치・외교였다. 영

어를 주전공으로 하는 학생인 만큼 정치・외교 분야 또한 나의 가능한 진로 

선택지 중 하나였고 사실 그 동안 내가 참여해왔던 활동들도 대부분 국제

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아직 자

세히 알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막연하게 지원하면 선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

을까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는 GTP라는 프로그램명을 기억해놓고 

집에 와서 바로 인터넷으로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다. 

GTP의 프로그램 소개에서 가장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해

외 인턴십 기회 제공과 한국에서의 사전교육 부분이었다. 외국어를 배우고 

이를 통해 외국인들과 소통하는 것을 항상 즐겨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

제학생회의도 두 번이나 참여했었고 교내에서는 스누버디 활동을 통해 항

상 외국인들과 교류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결

론은 바로 미래에 어떤 분야로 나아가든간에 나는 글로벌 환경에서 일하

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GTP에서 강조하는 해외 인턴십 기회 

제공은 정말 솔깃하게 들렸다. 한편으로는 사전교육도 참 마음에 드는 부

분이었는데, 비록 인턴십 취득에 실패할지라도 이 사전교육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 해외 취업을 꿈꾸고는 있지만 사실 영어로 프

레젠테이션을 할 줄도 잘 몰랐고 영어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도 자세히는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주간 한국에서의 사전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리라고 기대하게 되었다. 

물론 GTP를 지원하기 전에 많이 망설였던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프로그램 기간이 정확히 기말고사 기간이었고 사전교육과 학기를 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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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리라고 예상되었다. 그렇지만 이번에 GTP 

지원을 포기하게 되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 같았다. GTP는 내년에 또 

다른 주제로 나오겠지만, 그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지, 그리고 

지금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지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그

래서 이번이 바로 적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GTP 지원을 망설였던 

또 다른 이유로는 바로 이번 장소가 Washington, D.C.라는 점이었다. 미국

의 수도로 이번 GTP 정치・외교 주제에는 정말 완벽한 장소였지만 사실 개

인적으로는 이미 두 번이나 방문한 경험이 있었고 심지어 약 4개월 전인 

여름에 다른 대외활동을 통해 Washington, D.C.에 1주일간 머무른 경험이 

있었다. GTP를 통해 방문할 기관 중 몇 개는 여름에 들렸던 기억이 있었기

에 GTP 지원이 좀 망설여졌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인턴십이라는 다른 목

적으로 가는 것인 만큼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아무래

도 나는 Wasington, D.C.와 인연이 있나보다 하고 결국 GTP에 지원을 하

게 되었다. 

지원과정

지원 이력서를 작성할 때 나는 나의 다양한 국제 활동 경험을 강조하고

자 했다. 그래서 주어진 이력서 양식보다 훨씬 칸을 늘려 대외활동 파트를 

채워나갔다. 국제학생회의 활동 경험을 주요 이력으로 적었고 휴학 후 미

국 체류 기간 동안 다녔던 학교에서 했던 드라마 클럽 활동, 교지 사진기자 

활동 등도 모두 적어놓았다. 이 활동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외교 분야에 관

련된 것은 아니었지만 나의 국제 경험들을 뒷받침해주리라는 생각 때문이

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모두 적어놓을 필요는 없었고 그 

중에서도 GTP 주제와 좀더 관련 있는 활동들 몇 개만 적어놓았어도 충분

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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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질문에 영어로 자유서술 하는 부분에서는 앞의 지원 동기에서 가

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들을 솔직하게 적었다. 3학년이 되어 좀더 직업적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겨 지원하게 되었다고 적었고, 왜 이번 GTP의 best 

candidate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력에 적었던 활동들을 풀어서 

설명하며 이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어필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는 마지막 질문에는 내가 후에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들을 배우고자 한다고 적었다. 모두 솔

직한 나의 생각들이었다. 

이렇게 지원서와 지원서류들을 제출한 후 1차에 합격했고 2차 영어 면접

을 보게 되었다. 영어 면접은 크게 따로 준비한 것은 아니고 이미 작성했던 

지원서를 중점적으로 복습했다. 전날 내가 어떻게 썼는지를 몇 번 다시 읽

어보고, 이를 글이 아닌 말로 한 번씩 말해보는 연습을 했었는데 실제 면접 

볼 때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실제 면접에서 교수님께서 하셨던 질문들도 

모두 지원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접도 나름 차분하게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무난하게 2차 면접을 마쳤고 며칠 후에는 마침내 GTP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사전교육

지금 생각해보면 사전교육 기간이 GTP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힘

들었던 것 같다. 횟수로는 일주일에 2번씩 총 4번이었지만 거의 매일 사

전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PPT를 수정하고 또다시 피드백 받기가 반복되

었다. 학교 과제들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던 것 같다. 그리

고 학교 측에서도 좋은 결과물을 원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정해야 했다. 

Washington, D.C.로 떠나기 직전까지도 PPT를 수정하고 영문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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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P에 합격하고 얼마 안 있어 기관이 배정되었다. 나는 World Bank

에 배정되었다. 이미 한번 방문해본 경험이 있었고 그때 매우 즐거운 시간

을 가졌었기에 더욱 더 기대되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기관에 배

정된 만큼 발표도 정말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사실 나는 

World Bank에서 준 발표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던 것은 아니어서 처

음에는 걱정이 더 컸었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발표가 되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었고 용어들도 생소했다. 이렇게 당황하고 있던 차에 같은 

기관에 배정되었던 다은이와 함께 공동 발표를 하기로 했고 같이 준비해나

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전교육 전까지 PPT를 만들고 바로 발표를 했어야 했기 때문

에 주어진 시간은 1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 발표 준비는 차치하고, 다은이

와 나 둘 다 국제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들을 습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다행히 

이 분야 진출이 목표인 분을 개인적으로 알아 조언을 들으며 조금씩 방향

이 보이는 듯했다. 비록 발표 준비는 많이 못했지만 나름 자료 조사는 많이 

했고 PPT도 완성한 상태로 첫 번째 사전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결과는 선생

님의 엄청난 비판이었다.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도와주시는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발표가 fact report를 줄줄이 읽는 듯한 느낌이라며 전체적으로 갈

아엎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해주셨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이걸 

어떻게 다시 고치나 절망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수정과 피드백, 또 다시 수정이라는 프로세스는 사전교육 

기간 내내 지속되었다. 이외에도 여러 번 선생님께 조언을 받고 다시 준비

해온 것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매번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

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좀 힘들기도 했다. 학교 과제도 젖혀놓고 시

간을 나름 투자해 수정해가면 또 비판을 받고, 다시 시간을 더욱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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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왕 시작하게 된 것 그냥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

다.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힘들어도 악착같이 해내고자 했다. 발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봐주는 분들이 각자 다양하게 피드백을 주셔서 이걸 맞춰나

가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렇지만 얻은 것은 정말 많았다. 앞으로 프

레젠테이션을 할 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

었고 영어 발표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 GTP가 끝난 후 한 번 또 프레젠

테이션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GTP에서 배운 발표 스킬 및 발표 구성 

방법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각 기관별 개인 발표 준비 외에도 영문 이력서 작성법을 배우는 시간도 

있었는데 이 또한 유익했다. 전에 국제학생회의를 참여하면서 영문 이력서

를 처음 작성해보았는데 그때는 그냥 인터넷에 나온 것을 대충 보고 따라 

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외국인 선생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들이 이력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어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고 이력서 형식과 같은 세세한 부분도 배울 수 있었다. 커버레

터를 써본 것은 처음이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도를 받을 수 있어 좋았다. 

이 경험이 분명 나중에 실제로 해외 취업에 지원할 때 좀더 경쟁력 있는 이

력서와 커버레터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는 KOTRA에서 나오신 분께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예절을 배

웠는데 이 또한 나름 유익하다고 생각했다. 비록 우리처럼 인턴십을 취득

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닌, 직접 미국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사

업가를 위한 강연이라 많은 것을 배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간략하게나

마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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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내가 발표하게 된 World Bank는 UN,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 중 하나이다. 

한인 교포 출신인 김용 전 다트머스 대학

교 총장이 World Bank의 총재가 되면서 

한국에도 World Bank의 이름이 많이 알

려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한국 사람

은 World Bank가 정말 그냥 은행인 줄 

안다. World Bank의 본래 존재 목적

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GTP에 합격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World Bank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

들은 내가 은행 같은 금융권에 관심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반응했다. 물

론 World Bank는 이름 그대로 은행이 맞지만 존재 목적은 바로 UN 등과 

같이 세계적 빈곤 퇴치를 하고자 함이다. 

World Bank가 하는 일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 

있는 개발도상국가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낮은 이자율로 자본을 빌려주

고 오랜 기간에 걸쳐 상환하게 하는 일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국가들이 당면한 빈곤, 환경, 교육 등의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World Bank 내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이를 위해 고심하고 따로 사업을 추

진하기도 한다.

Washington, D.C.에 본부가 있고 10여 개의 선진국가들에 satellite 

office를 갖고 있으며 100개 이상의 개발도상국가 도시들에 지역 office를 

The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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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World Bank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는 어마어

마하고 그 구성도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Washington, D.C.의 본부이고 그 분위기도 독특하다. 점심 시간에 World 

Bank의 구내 식당에 들리게 된다면 여러 개의 언어가 직원들에 의해 동시

다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체험을 좋

아하고 글로벌한 환경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근무환경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World Bank와 한국과의 관계는 점점 밀접해지고 있는데, 김용 총

재가 World Bank의 수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2013년에는 한국에

도 World Bank의 satellite office가 생길 예정이다. World Bank는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한국전쟁 후 선진국들의 원

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발전에 성공한 후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

는 공여국이 된 거의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World Bank는 한

국형 경제발전 모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를 잘 알고 적용할 수 있는 

한국인 전문가를 고용하고자 한다. 비록 우리나라가 World Bank에서 차지

하고 있는 지분률에 비해 한국인 정직원 수는 턱없이 적지만 앞으로 지속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 주제 및 내용

World Bank에서 우리에게 준 발표 주제는 바로 “Korea: Young Talents 

and Development”였다. World Bank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개발이라는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많은 비율의 젊은이들

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젊은 인재들을 World Bank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를 알고자 했다. World Bank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주제였다. 이에 대해 우리는 한국의 현황을 소개하고 점점 국제개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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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구체적으

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

지고 있음에도 졸업 후에 직업적으로 나아가는 비율은 매우 적다고 했다. 

그 이유를 설명한 후에는 World Bank가 한국인 전문가를 찾고 있는 만큼 

한국인 내에서의 인식을 높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마

무리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6・25 전쟁 후 한국의 1960년대 GNP는 고작 120달

러였지만 2011년 들어서는 2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점

점 ODA 비중을 높이는 중인데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한국의 젊은이들도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한국인 사례들을 많이 접하면서 점점 국제개발 분야

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우선 해외봉사를 통한 참여를 볼 수 있다. KOICA가 

설립된 후 그 동안 파견된 해외봉사단의 누적 수는 9000여 명에 이르렀고, 

현대, 지마켓과 같은 기업들은 매해 해외봉사단을 선발해 개발도상국가로 

파견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봉사활동 참여뿐만 아니라 한국의 젊

은이들은 그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국제개발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사례

로 적정기술을 사용했던 TOUCH & FEEL이라는 디자이너 그룹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은 인터넷, SNS를 활발하게 활용하여 세계적 

빈곤이라는 주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국제개발 분야에 관심을 표하고 활동하는 한국

의 대학생 비율은 매우 높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이 대학 졸업 후 국제개

발 전문가로 진로를 택하는 비중은 매우 적었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국제

개발 전문가라는 직업이 가지는 불안정성 때문이었는데, 국제기구의 한국 

오피스, 정부 기관과 몇몇의 NGO들 외에는 개발 전문가가 진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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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가 매우 한정적이었다. 또한 처우도 국제기구나 외국계 개발 컨설팅 

회사에 비해 매우 열악한 편이었다. 

그러나 World Bank처럼 국제기구들이 한국인 전문가에게 관심을 표하

고 있고 이미 젊은 인재를 위한 JPA, YPP와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로의 한국인 진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

각했다. 한국인 전문가들은 대학원 교육과정에서도 한국의 경제 발전 역

사와 모델을 공부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World Bank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은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인 젊은이

들에게 World Bank가 어떠한 일을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

가 필요하고, 이들이 개발 분야로 진로를 결정해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많

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젊은 인재가 이 분야에 대한 꿈을 잃지 않

게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처럼 World Bank와 한국인 젊은 

인재가 만난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마무리했다. 

World Bank에서 나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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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기관 활동

World Bank에서는 Senior HR Officer인 Roberto Amorosino 씨께서 

나와주셨는데 다른 기관 방문들과는 다르게 World Bank 인턴십을 위한 

구체적 자격 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좋았다. Amorosino 씨의 설

명을 들으면서 영어는 물론 제2외국어는 필수이고 자기 분야에서의 전문

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은 

아직 학부생이라 인턴십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후에 대학원에 가

서 지원하게 된다면 Amorosino 씨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네트워킹 측면에서도 좋은 경험이었다. 

또한 World Bank에서 정직원으로 일하시는 서울대 출신 선배님들도 세 

분 나와주셔서 어떠한 경로를 거쳐 지금의 World Bank까지 오게 되었는

지 각자의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는 매우 유익했다. 그들의 구체적인 이야

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World Bank로의 진출을 원한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 

기관 방문 내용

World Bank 뿐만이 아니라 1주일이라는 짧은 GTP 체류 기간 동안 우

리는 총 11곳의 기관을 방문했다. 이들 중 분명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도 있었고 전혀 처음 들어본 기관들도 있었다. 이 기관들을 방문하

며 그들의 briefing을 듣고 우리들 각자가 한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며 얻었

던 가장 큰 수확은 바로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늘었다는 것이다. 

처음에 우리가 방문했던 기관은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었

는데 여기서의 발표 주제는 바로 FTA에 따른 한국 및 미국 중소기업의 영

향이었다. FTA에 대해서 원래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이 기관을 방문해 우

리 측의 프레젠테이션과 기관 측의 설명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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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어떠한 전략

을 취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좋은 기회였

다. 이 뿐만 아니라 Prudential에서는 로

비스트의 활동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각

각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D.C. Mayor’s 

Office에서는 이들이 Washington, D.C. 

내의 아시안들에게 어떠한 입장을 취하

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어 다양한 분

야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또

한 Radio Free Asia 처럼 방문을 통해 

기관 자체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경우도 

있었다. 한편, 함께 간 친구들이 발표

할 때마다 함께 긴장하고 속으로 잘

해주기를 응원했는데 남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프레젠테이션 구성이

라든지 발표 스킬 같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예정되었던 스케줄 외에도 우리는 미주개발은행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급작스러웠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미주개

발은행도 World Bank처럼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중남

미 국가들만을 집중적으로 한다. 스페인어를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나

에게는 정말 흥미로웠던 기관이었다. 브리핑을 맡아 주셨던 KOTRA 파견 

직원 분께서는 미주개발은행 직원들 중 스페인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스페인어를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설명해주셨다. World Bank와 비

슷한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스페인어를 주로 사용할 수 있

는 근무환경이라는 것을 듣고 솔깃했다. 짧았던 방문이었지만 이후 나의 

진로에 대한 계획에 큰 도움이 되었다. 

미주개발은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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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교육 및 특강

현지에 가서는 주로 Washington Center를 통해서 교육을 계속 받았다. 

가장 유익했던 것은 아무래도 기관에서의 발표를 위한 코칭 세션이었다. 

저녁 시간에 호텔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작성한 스크립트의 문

법을 수정하고 발음 지도를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1시간 동안 정말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교수님 앞에서 가상으로 발표를 한 번 

더 해보고 피드백을 받은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밖에도 기억에 남는 것은 Washington Center의 Jung Lim 선생님에

게서 받은 네트워킹 스킬에 대한 강의였다. 이를 통해서 네트워킹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는데 Lim 선생님이 기관들에 접촉한 것도 

대부분 기존의 네트워킹을 통한 인맥을 활용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동안 

대외 활동을 통해서 명함은 많이 모았지만 지속적인 네트워킹에는 실패했

었다. 그렇지만 이 세션을 통해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번 

GTP를 통해 알게 된 기관 담당자 및 학교 선배님들과는 반드시 메일을 주

고받으며 네트워킹을 계속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학 탐방, 동문의 밤, 네트워킹 행사 등 기타 활동

대학 탐방으로는 George Washington University를 방문했다. 나의 친

구 중 한 명이 이 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갔다. 비

록 내가 나중에 이 학교로 반드시 유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

지만 그래도 학교 투어를 통해서 외국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하게 되었다. 전에 휴학을 하고 미국 체류 기간 동안 미국 고

등학교와 대학교를 1년 반 다닌 경험이 있는데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

이었다. 지금의 학부를 졸업하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미국 대학교에

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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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P를 통해서 기관 방문과 개인 발표 외에도 얻은 또 다른 수확이 있다

면 이는 바로 서울대학교 동문회를 통한 선배님들과의 네트워킹 시간이었

다. GTP 일정의 두 번째 날 Korean-American Leaders와의 네트워킹 시

간이 있었지만 그때보다도 학교 선배님들과의 네트워킹 시간이 더 재미있

었고 더욱 유익했던 듯하다. 정말 수십 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힘들

게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지역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

시는 선배님들이 대단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이렇게 나이 드신 선배님

들뿐만 아니라 비교적 젊은 선배님들에게서는 생생한 미국 적응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학교 선배님들이 많

은 것을 보고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앞으로 어느 분야로 나가던 간에 

이미 진출해서 길을 닦아 놓으신 학교 선배님들이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선배님들 중에서 과 선배님을 만나 특히 더 

반가웠는데 내가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을 같이 알고 계셔서 안부를 전해

달라고 하셨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기말고사를 따로 보며 그 교수님

께 선배님께서 안부를 전하셨다고 말씀 드리니 교수님도 매우 좋아하셔서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었다. 이처럼 학교 선배님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제 사회로의 진출에 대해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 이번 GTP의 또 다른 수

확이 아니었나 싶다. 

3. GTP-Washington, D.C.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비록 GTP를 준비하면서 체력적으로나 학업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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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지만 나는 갔다 온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가기 전에는 발표 준비

를 하고 사전교육을 받느라 학교 과제에 충실할 수가 없었고 기말고사 기

간이었기 때문에 갔다 와서 따로 시험을 보고 과제를 제출하는 등 어느 정

도의 불편도 있었다. 그래서 솔직히 이번 학기의 학점을 잘 받은 편은 아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GTP를 통해서 나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다

시 생각해보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에서 이번 GTP에 참여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GTP에 지원하기 

전에 과연 이번에는 나의 진로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

심이 가득했지만 GTP를 통해서 목적은 달성한 것 같다. 물론 아직도 확답

을 내린 것은 아니고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더욱 고민해 봐야겠지만 내

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진로의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뜻 깊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GTP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상은 넓고 서울대 선배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이 세계 

각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미래에 어떤 진로로 나아가던 한국에만 머무

를 수는 없고 필히 세계라는 무대를 목표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함께 GTP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영어는 물론 정말 똑똑하고 사교성도 좋

은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보면서도 많이 배웠다. 여전히 부

족하기는 하지만 영어를 주전공으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도 나름 영

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GTP를 통해서 아직도 많이 부

족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GTP는 나의 

시야를 넓혀준 고마운 프로그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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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워크

GTP를 통해 비록 비자 문제 등으로 인턴십 획득에는 실패했을지라도 얻

은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들이다. 가기 전 2주라는 사전교육 기간이 있었지

만 여전히 서먹서먹했었다. 그렇지만 1주일 동안 미국에서 같이 고생하고 

밤낮으로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정이 들어버렸다. 2011년 일본 편을 통해 

GTP에 참여했던 선배를 한 분 아는데, 아직까지도 그때 참가자들을 만나

곤 한다고 하셨다. 우리도 박희영 선생님이랑 김태균 교수님까지 해서 1주

일 동안 정말 많이 친해졌고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수료식, 송년회 등

으로 벌써 여러 번 만났다. 이렇게 뛰어나고 멋진 사람들을 얻었다는 점에

서 GTP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개인 발표에서도 World Bank는 다른 기관들과는 다르게 2명이 배정되

어 함께 팀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만약 나 혼자서 발표하게 되었다면 

주제도 생소하고 절망에 빠져 중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같

이 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

하지 않고 어려움도 같이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처럼 GTP는 

사람을 얻고 팀워크를 경험하게 해

준 프로그램이었다. 

향후 계획

GTP를 통해 나의 진로의 또 다

른 가능성을 엿보았고 영어 프레젠

테이션 등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기 

Lincoln Memorial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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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앞으로도 이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당장 방학부터는 영어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복수 전공에 대한 고민도 끝마

치고 다음 학기부터는 진로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학교를 다니

고 싶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방향이 또 틀어질 수도 있겠지만 예전보다 훨씬 덜

한 불안감으로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글로벌 인턴십 성공전략

앞으로 후배들에게 GTP에 대해 홍보하고 졸업하기 전에 기회가 되면 꼭 

도전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다. 비록 직접적인 해외 인턴십 취득까지 연결되

지 못할지라도 GTP를 통해서 해외 직업을 위한 필요 자질들을 기를 수 있고 

외국 기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또

한 학교에서도 GTP에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적은 비용으

로 많은 것을 얻는 학교 프로그램은 매우 드물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처럼 해

외에서의 구직 혹은 외국계 기업으로의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GTP를 

추천하고 싶다.  

미 국회의사당 들어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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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offers 

the Global Talent Program (GTP) every summer/winter break to encourage 

students to pursue internships overseas. In winter 2012, 12 selected students 

visi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ultinational companies,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in Washington, D.C. through the GTP. This book describes the 

students’ experiences in both English and Korean.

 

Since 2007, the GTP has offered SNU students opportunities to apply their 

academic knowledge to the global work environment by presenting a project 

proposal to representatives of various organizations. The participants also attend 

special lectures given by distinguished leaders and network with alumni in a 

specific world region to learn how they can obtain internships outside of Korea.

From December 9 to 15, 2012, the 12 students, Professor Taekyoon Kim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Manager Hee Young Park (Career 

Development Center) visited 14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S. Capitol Hill, 

the World Bank, IDB,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U.S. Environmental 

 Fore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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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Agency,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Smithsonian Institution, D.C. Mayor’s Office, and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n Washington, D.C.

Before their departure, each of the students chose an organization that he/she 

gave a presentation to and the presentation topic. Over the course of three weeks, 

they completed intensive trainings in English presentation, resume writing, and 

global business manners.

During their stay in Washington, D.C., the students delivered their 

presentations on the topics they had prepared to various organization 

representatives. They then discussed the topic with the representatives and other 

GTP students. They also took facility tours.

The students’ presentation topics included the environment, North Korea, the 

FTA, lobbying in Korea, and the role of museums in diplomacy. They received 

mostly good evaluations from the organizations. For example, the D.C. May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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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HR manager interviewed Ju-Yeong Shin (Junior, Social Studies Education) 

and offered her an internship, and some organizations such as Radio Free Asia 

and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said they would 

seriously consider hiring the students as interns if they were available. 

In addition to visiting organizations, the students networked with leaders in a 

variety of sectors through networking skill training, a global leadership seminar, 

a networking  reception, and SNU Alumni Night. 

I am very proud of the participants, especially after reading their reports, in 

which they indicate that they enhanced their global competency and found their 

career paths through the GTP.

We, 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will make every effort to provide global 

career training programs and information so that our students can achieve their 

dreams of becoming global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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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Professor Taekyoon 

Kim and Manager Hee Young Park for making this program successful.

February 6, 2013

In the Lotte International Education Hall 

Tae-wan Kim

Director of 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e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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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ing for the GTP–Washington, D.C.

Why I Applied

I first found out about the 2012 Global Talent Program (GTP)–Washington, 

D.C. through the university notice board found on the My SNU portal. I was 

interested in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and apply for internships related 

to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Washington, D.C. because I am 

pursuing a master’s degree in political science and I am a U.S. citizen. Since 

I had just started the master’s program in September 2012, I thought it would 

be appropriate to find information about internship opportunities as early as 

possible so that I could potentially complete one during my study, if there was 

an opportunity that caught my interest.

 GTP Student Reports

The Moment that I Realized the 
Importance of Human Relationships
Yoon, Mi Hyun
(Political Science, Graduate School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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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Process

The application process consisted of two steps: the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form and an interview. The application form asked for information 

about my current level of education, schools previously attended, foreign 

language ability, work experience, extracurricular activities, research, awards 

or scholarships, and areas of interest related to the institutions, organizations, 

or companies to be visited. In addition,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application was the statement of purpose, which included the following two 

parts: 1) “Why are you applying for the 2012 Global Talent Program?” and 

2) “What qualities, skills, and interests make you the best candidate for the 

2012 GTP? What can you contribute to this program?” For thos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the GTP (And why would you not? There are rumors that the 

next destination country is England!), I recommend that you put a lot of thought 

and effort into the statement of purpose, as this section plays a large role in 

one’s being invited to the interview. When answering the questions, try to 

give reasons for why you, rather than anyone else from the pool of bright and 

talented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students, are the best fit for this 

program. 

The students who are invited to the interview find out a week or so after 

the submission deadline for the application, and the interviews are held two 

days after the notification. As this year’s GTP was held in Washington, D.C., 

the interviews were of course conducted in English. As I waited for my name 

to be called, I saw many students practicing what they would say in English. 

My confidence in my English abilities allowed me to stay calm in the waiting 

room and to feel relaxed as I entered the interview room, where I was gre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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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ofessor Taekyoon Kim of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Ms. Hee Young Park, the SNU Career Development Center representative 

and coordinator of this year’s GTP. After they introduced themselves, they 

asked me for a brief self-introduction and why I was interested in the GTP. 

They were also interested in why a U.S. citizen who had completed all her 

education in the U.S. decided to attend graduate school in South Korea and 

how this related to my desire to participate in the 2012 GTP. There were many 

students waiting to be interviewed, so the process was very short, probably no 

more than 10 or 15 minutes. I recall that I had some questions that I wanted to 

ask about the program but could not because the interviews needed to progress 

very quickly.

The students selected for the program were notified of their acceptance 

through an e-mail sent by Ms. Park. The e-mail informed us about the 

orientation process (to be discussed more in detail below) and asked us to 

complete several thing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Namely, Korean 

students needed to apply for the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 if they had a not already done so, and all students needed to submit the 

photo page of their passports and sign and submit a waiver/contract for the 

program. This all needed to be completed as soon as possible so our airplane 

tickets could be purchased on time and to guarantee that everyone would be 

able to enter the U.S.

Orientation Process

Before leaving for Washington, D.C., we attended several mandatory 

meetings. First, we had an orientation session to introduce ourselves and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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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know the other participants in the program. This year’s GTP participants 

were two graduate students (myself and a student from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ten undergraduate students with majors ranging from 

biosystems engineering to aesthetics to English education. As evidenced by 

the variety of majors, one does not need to be majoring in a discipline directly 

related to that year’s GTP theme. In fact, I think the diversity of majors 

created a more interesting group composition and facilitated our learning from 

each other. 

To prepare and develop the skills we needed to meet the goals of the GTP, 

we received lessons on presentation skills, resume and cover letter writing, 

and business etiquette during the three weeks prior to our departure. As a 

major aspect of the GTP is the presentations that students have to make at 

each visiting institution, organization, or company, most of the orientation 

was devoted to presentation skills and practicing our individual presentations 

on the topics that had been assigned to us by the institutions or companies 

(although some of us were not assigned topics and had to painstakingly research the 

organization and come with our own ideas). This year, we visited eleven locations: 

the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Prudential Financial, D.C. Mayor’s Office 

on Asian and Pacific Islander Affairs, U.S. Chamber of Commerce’s Business 

Civic Leadership Center, Radio Free Asia, Bennett Group Financial Services,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Smithsonian Institution’s 

Asia Cultural History Program, the World Bank, and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While learning professional skills and practicing presentations are certai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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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it is likewise important to become familiar with one’s fellow GTP 

participants. To that end, the other graduate student and I conducted mini-

orientation sessions for our respective groups of six undergraduates by having 

a meal together before the departure date. Since GTP participants spend a 

great deal of time together, both during pre-departure preparation meetings 

and during the week-long GTP itself, I thought it was important for everyone 

in the program to feel comfortable and friendly with the other participants. In 

fact, despite the large size of SNU, we found out that most of us had at least 

some acute knowledge of each other through the six degrees of separation. 

2. Activities in Washington, D.C.

About the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office website, the D.C. Mayor’s Office on Asian and 

Pacific Islander Affairs (OAPIA) was initially formed in 1987 and was 

a part of the Executive Office of the Mayor until October 2001, when it 

became an independent agency through the District of Columbia’s Asian and 

Pacific Islander Community Development Act 2000. OAPIA’s mission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D.C.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through advocacy and engagement. OAPIA advises the mayor, council, and 

District agencies on the views, needs, and concerns of the AAPI community, 

provides recommendations on district programs and initiatives affecting 

the AAPI community, and helps coordinate programs and initiatives within 

the government that promote the overall welfare of the AAPI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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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the liaison between the District government and the AAPI community 

and is involved in various areas such as public safety, human rights, 

economic development, housing, employment, social services, public health, 

transportation, education,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In South Korea, organizations that are similar to OAPIA are the Support 

Centers for Foreigners opera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se support centers include the Seoul Global Center, Seoul Global Village 

Centers, Seoul Global Culture & Tourism Cente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Migrant Workers’ Support Centers, and Seoul Global 

Business Centers. More information about these organizations can be found 

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bsite. In particular, the Seoul 

Global Center provides foreign language services in business consulting and 

public administration and assistance, including certificate issuing services and 

driver’s license services. 

Presentation Topic and Contents

As OAPIA did not assign me a presentation topic, I was left to choose one 

on my own. In the entire presentation process, I found the topic selection to 

be the most time-consuming and arduous part because it took several tries 

before my suggestion for a presentation topic was approved by both Ms. 

Park and the teacher helping us with our presentations. As for the three ideas 

that came before the final, approved one, one teacher would like the idea, 

while the other teacher would not. Ultimately, the topic I presented to OAPIA 

was a comparative study of U.S. cities that have large Asian populations. 

In the presentation, I first compared two cities that fit this criterion, New 



194   2012 Winter Global Talent Program 

York and Los Angeles, and then discussed how Washington, D.C. fit into the 

comparative study. Next, I provided suggestions on how OAPIA can improve 

its services in the future. 

To summarize in detail, my presentation showed that Asians are the 

fastest-growing racial group in the United States, even surpassing the rate 

of growth of the Hispanic population in the recent decade. The top six U.S. 

cities with large Asian populations are, in order, New York (1.1 million people), 

Los Angeles (484,000), San Jose (327,000), San Francisco, San Diego, and 

Honolulu (the last three each have more than 200,000). More information about 

New York and Los Angeles were provided in detail, and Washington, D.C. 

was then compared with the previous two cities. The Black/African American 

population dominates D.C. with 50.7 percent of the total, followed by Whites 

(38.5 percent) and Asians (3.5 percent). All data came from the 2010 U.S. Census 

My presentation at the Office of Asian and Pacific Islander Affairs of the D.C. 
Mayor’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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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ll as relevant anecdotes from my almost 18 years of personal experience 

living close to New York. 

I presented to Ms. Soohyun Koo, the Director of OAPIA, and Ms. Dian 

Herrman, the Public Information Officer and Outreach Specialist of OAPIA. 

They gave me positive feedback about my presentation, along with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OAPIA’s current and future plans and initiatives.

Professional Skills Sessions and Other Activities 

In addition to the organization visits, we also participated in numerous 

activities that included sessions to develop our professional skills and a 

number of meet-and-greet events. There were three different professional 

skills sessions about networking skills, leadership, and interview skills, which 

were held at the Washington Center. The networking skills session addressed 

how to network effectively and how to build and maintain professional 

relationships. Specifically, we practiced our 15-to-30 second elevator speeches 

and learned about proper behavior at networking events. It is important that 

you seem engaged and enthusiastic but not desperate! We had an opportunity 

to make use of the skills we learned at the networking reception with Korean-

American leaders. 

To teach the leadership session, the Washington Center invited Jimmy 

Rhee, who is the Assistant Secretary of Commerce and Trade for International 

Trade for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He told us his life story and what 

he believes leadership and being a leader mean. An interesting fact about 

Mr. Rhee is that he is the son of Jhoon Rhee, the Father of Tae Kwon Do in 

America. Lastly, the interview skills session taught us what to do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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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and after a job interview. 

My favorite part of the week in Washington, D.C. was the visit to Capitol 

Hill. We toured the Capitol Hill building and went through an underground 

tunnel pathway to meet Congressman Charles B. Rangel, who is a Democrat 

for New York’s 13th Congressional District. Due to New York’s proximity to 

my home in New Jersey, I had heard of Mr. Rangel and was excited to meet 

him in person. During the meeting, he showed interested in hearing Korean 

students’ opinions about China and North Korea, but time ran out before 

we actually had the opportunity to answer his questions. It was a unique 

experience seeing a part of Capitol Hill that is not open to the public and that 

even U.S. citizens do not commonly get to see. 

Furthermore, I enjoyed SNU Alumni Night because we had the opportunity 

to meet alumni who lived in the D.C. area. The alumni represented a variety of 

Networking Re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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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groups and professions, and they were all very successful in their respective 

careers. Strangely enough, I met the father of a high school acquaintance at my 

table, proving that we live in such a small world, and it is important that one 

leads an honest life. Moreover, through hearing about the experiences of various 

alumni, I learned that LinkedIn, which is like Facebook for professionals, can 

actually work to one’s benefit and lead to interviews and jobs. 

3.   After Participation in the GTP–Washington, D.C.

Lessons from the GTP

I learned a lot from my participation in the GTP, but perhaps in ways that 

differ from the original intent of the program. Because I had completed all 

my education from kindergarten to college in the U.S. and even had some 

professional experience under my belt before starting my graduate studies, I do 

not think I particularly benefited from the lessons related to resume and cover 

letter writing, business etiquette, networking skills, leadership, and interview 

skills, albeit they were nice reviews. Nonetheless, I think the most important 

lesson I took from the GTP is the importance of people and maintaining 

relationships. Of course, by all means, one does not have to be friends with 

everyone, but building relationships is important and worth spending time 

on. While it would be difficult to stay in touch with everyone we met in 

Washington, D.C., I think it is enough, at the very minimum, to stay in touch 

with the other GTP participants, as well as Professor Kim and Ms.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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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Plans

For the time being, my plans for the future consist of finishing my master’s 

program in political science. After that, I will continue my studies in political 

science by pursuing a Ph.D. 

  Tips for GTP Preparation and Finding Internships

To prepare for the GTP and/or to obtain an internship abroad, it is extremely 

important that one has a working fluency in the target language. As this year’s 

GTP was held in Washington, D.C., the necessary language was English. 

My opinion is that all the participants this year had an excellent command 

of English, which can be most likely attributed to the compulsory English 

education that starts at a young age for Korean students, as well as each 

student’s personal motivation to improve and practice his or her English 

abilities. 

Furthermore, participants need to be dedicated, passionate, and take pride 

their work. Aside from the initial struggle to come up with a presentation topic, 

I had a relatively easy time; I have no problems communicating in English and 

am used to giving presentations, so I do not feel nervous or experience stage 

fright. However, the other GTP participants did not speak English as their 

native language, and I was impressed with how they practiced day and night 

to memorize their presentation talks. It is apparent that these students were 

selected for the GTP because possess the aforementioned qu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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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ing for the GTP–Washington, D.C. 

Application Process

I first heard about the Global Talent Program (GTP) through SNU Portal 

mail. The GTP was a very attractive program for me because, even though I 

had studied abroad and had various travel experiences, I had never been to 

the U.S. However, because it was the middle of the semester and I was busy 

preparing my thesis proposal, I soon forgot about the attractiveness of the GTP. 

Ten days later, I was reminded of the program when one of my friends whom I 

have always admired for being proactive told me that she had already applied 

and it would be great if we could participate in the program together. After 

talking with her, I sat down in front of my computer and read the application 

guidelines more thoroughly. I realized that the GTP–Washington, D.C. would 

be a great opportunity for me, especially because my primary interests are 

in Korea-Japan relations, and Japanese diplomacy and politics. Learning 

GTP, The Program to Network with 
Various People
You, Songhyun
(Area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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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diplomacy and politics is crucial for me to understand more about 

not only Korea, but also Korea-Japan relations, and the GTP-Washington is 

designed for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politics and diplomacy. Although 

it was a little late to begin writing the application, I tried my best to answer 

the questions, focusing on the abilities and qualities that I could offer for the 

benefit of the program, what I wanted to learn from the program, and finally, 

my passions that would differentiate me from the other applicants. 

Fortunately, even though I spent only a little time preparing my application, 

I was granted an interview. When I entered the waiting room for the interview, 

I saw many more students than I had expected to see. When I asked Ms. Hee 

Young Park about the number of graduate students who would be selected, I 

was shocked—she said only two graduate students would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is made me feel more nervous than before my talk with Ms. Park. 

I tried to concentrate on the interview, thinking it could be my last chance as 

a student to take part in this kind of opportunity. The interview was conducted 

in English and lasted about five to ten minutes. The questions were different 

from typical interview questions; for example, I was asked about my strengths 

and weaknesses, which I had not anticipated. Also, there were many questions 

about my leadership ability because I would be one of only two graduate 

students in the program. 

Pre-session 

Unfortunately, my friend was not selected to go to Washington, D.C., 

so I had to go the orientation, our official first meeting, all alone. Without 

my friend, I felt a little intimidated by the other participants and wo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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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whether I could adapt well to the atmosphere. Ms. Park, the program 

coordinator, told us that all the former participants had become great friends 

and she expected us to develop amazing friendships as well. I did not believe 

her at the time, but her prediction came true after all. Moreover, I became 

even more worried when I first saw the detailed schedule of the program. All 

the events were scheduled immediately before and after my final exam and 

thesis proposals. Before we departed for Washington, D.C., we had to decide 

where we wanted to give our presentations and prepare the presentation 

materials. Every participant was given twelve different choices of firms 

and organizations, and I chose The Woodrow Wilson Center, D.C. Mayor’s 

Office, and KOTRA. I was assigned to take KOTRA. I had to decide on the 

presentation topic by myself, whereas some other participants had specific 

topics that were assigned by the organization. I chose KOTRA because the 

name was familiar, and I thought I knew fairly well what KOTRA does. 

However, my expectations were proven wrong. I did not have any knowledge 

of international economy and trade, especially Korea-U.S. trade. Because 

of my lack of knowledge in these areas, I decided to focus on international 

politics and diplomacy, which can be linked to my area of interest and major, 

rather than economy and trade. After finishing the first draft of my presentation 

in haste, I participated in the preliminary class for presentation preparation. 

The first presentation preparation class with Ms. Bong was a pure shock. 

I had had plenty of experience giving class presentations before, but I had 

never been criticized nor had a lesson in presentation methods. Through the 

classes, I learned the proper speed of presentation, adequate organization of 

writing and pictures, and how to make eye contact as I spoke. Moreover, Ms. 



202   2012 Winter Global Talent Program 

Bong shared her strategic knowledge to boost our confidence because giving 

presentations to internationally known organizations can be intimidating, 

especially for students. 

The next class was about writing cover letters and resumes. I had written 

and read some resumes for Korean and Japanese firms, but I had never seen 

any written for American companies. Unlike Korean and Japanese firms’ long 

and detailed resumes, English resumes have to be short but strong. Writing 

a simple but impressive cover letter is also important, as the cover letter is 

basically a request letter to ensure the company will read my resume. Through 

various exercises, we learned what kinds of resumes are easy to read and will 

catch the eye of the human resource staff. 

In addition, we attended a business manner class taught by Mr. Choi Hyun 

Pil, the former director of KOTRA Washington, D.C. office. After several 

official classes, we had private lessons with Ms. Bong and Prof. Kim Taekyoon 

to develop our presentations even further. Finally, all the preliminary classes 

were over, and we were ready to fly to Washington, D.C. 

2. Activities in Washington, D.C.

On Sunday morning, the other participants and I boarded a plane headed for 

Washington, D.C., our hearts full of excitement. After the thirteen-hour flight, 

we finally landed at Dulles Airport. Because of the time difference, it was still 

5 p.m. in Washington, D.C. I wanted to rest after the long and enduring flight, 

but we began our hectic schedule right away. After a simple meal at a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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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urant, we went to another presentation preparation session with Prof. 

Kim and 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 Prof. Kim provided constructive 

advice on our presentation contents, and the native teachers helped us with 

pronunciation and English expressions. My body was weary with the tight 

schedule, but my mind was fully awake with anticipation and a little bit of 

nervousness. 

Although the official schedule was filled with presentations and sessions, 

Ms. Park and Ms. Lim from the Washington Center allowed us time to visit 

famous sightseeing spots such as the Lincoln Memorial and Washington 

Monument. Also, we had the privilege of visiting Capitol Hill and Smithsonian 

museums with the help of professionals who gave tours. 

In front of the Lincoln Memorial Reflecting Pool.

In front of Washington Mon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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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esentation at KOTRA

Because my presentation was scheduled at the very last part of our 

trip, I had more time to prepare than the other participants. The KOTRA 

Washington, D.C. Office, which I was assigned to present to, is one of several 

KOTRA offices in North America. It functions as a connecting hub between 

Korea and the U.S. that assists Korean firms in entering the American market 

and vice versa. Moreover, due to its location, the KOTRA Washington, D.C. 

Office also plays a crucial role in connecting Korean firms with American 

Capitol Hill  Tour.

In front of Congressman Charles 

Rangel’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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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gencies. As mentioned, I did not have that much knowledge of 

Korea-U.S. trade or economy; therefore, I decided to give my presentation on 

“The Changing World Order and Korea: The case of the FTA and TPP.” The 

time that I was preparing for the presentation was an extraordinary period, 

as U.S. President Obama was reelected, Xi Jinping’s new regime started 

in China, and lastly, Japan’s Democratic Party of Japan rule was about to 

end while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new rule was about to start again. 

Furthermore, I focused more on the FTA and TPP because Korea’s main trade 

policy concentrates on them, and Korea will face numerous issues regarding 

the FTA and TPP with the three countries mentioned previously. The main 

research question that I tried to answer in my presentation was “whether 

the political transformations of the three countries have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on Korea’s FTA or TPP with them.” Along with the answer to this 

research question, I also presented suggestions about how KOTRA can cope 

My Presentation at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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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is time period of transformation and vitalize Korea’s trade with the 

U.S., China, and Japan; this was the most difficult part of the presentation to 

prepare. The research materials that I used for the presentation were mostly 

newspaper articles and KOTRA’s Global Window homepage. On the Global 

Window homepage, I found materials related to Korea’s trading partner 

countries, including their economic status, political environment, society, and 

cultures. Furthermore, I was privileged to learn the most updated and firsthand 

knowledge on Korea-U.S. trade from Mr. Choi Hyun Pil, the former director 

of the KOTRA Washington, D.C. Office, who gave us a lecture on business 

manners. 

At last, the final day came, and I entered the building where KOTRA is 

located. All the other participants had given their presentations in English to 

an English-speaking audience, but I was in the awkward position of giving 

an English presentation to a Korean audience. However, I felt determined to 

Group photo with KOTRA Washington, D.C. Office representatives, Pofessor 

Kim, and Ms.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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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 a good presentation, as I had spent a lot of time preparing. After a short 

introduction by the head of the D.C. office, it was time for my presentation. 

First, I analyzed the impacts of Obama’s reelection on Korea-U.S. trade, 

including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Second, I explained China’s 

current situation and examined Xi Jinping’s trade policy and its influences 

on Korea-China trade. Then, I moved on to the history of Japan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Japan trade. Finally, I ended with my own suggestions 

for ways KOTRA can facilitate trade with the three nations. After I concluded 

my presentation, there was an even more nerve-racking Q&A session. Mr. 

Oh Hyuk Jong, the head of the D.C. Office, raised several questions that 

were difficult for me to answer. The toughest question was about the Korea-

At the Networking Reception.

With Ms. Lim and Dario at the closing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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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FTA and benefits of the FTA. 

Even though I could not provide a 

perfect answer, I tried to argue my 

position that the Korea-Japan FTA 

can mitigate diplomatic and historical 

controversies that Korea has with 

Japan. The Q&A session was more 

difficult than the actual presentation, 

but when it was over, I felt that I had 

learned more than I had preparing 

for the presentation. 

Although I did not get internship 

and KOTRA does not have short-term internships, I learned a lot by preparing 

for the presentation. I learned about countries with which Korea has trade 

relations, including information about their economies, society, and cultures. 

More importantly, I was able to grasp the ways in which trade and economy 

are closely intertwined with diplomacy and politics. Last but not least, 

learning about the Global Window website was valuable. 

4.   After Participation in the GTP–Washington, D.C. 

Although the GTP lasted only a short period, I gained lasting knowledge, 

experience, and friendships. The GTP provided with me the chance to be 

proactive and become a person who takes charge of her life. 

At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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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culture shock and valuable lesson that I had through the program 

is the importance of networks. Before the GTP, I saw networks as simply 

connections, and I had a negative impression of the word. Nevertheless, it 

is hard to deny I also have used several networks to achieve what I want or 

to find information. The experience of the networking session, networking 

reception, and SNU Alumni Night gave me a pleasant shock that networks 

are the fruit of my hard work, and they cannot be earned without proving my 

capability to other people. 

The second thing that I gained through my participation in the GTP was the 

opportunity to know more about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I would otherwise not have had the chance to know about or visit. The 

World Bank headquarters,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the Woodrow 

Wilson Center, and many other organizations that we visited are places 

that every student seeking to work i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ants to 

visit. Moreover, listening to the professionals and SNU alumni who actually 

work for the organization was a valuable experience available only to GTP 

participants. After meeting SNU alumni who are already living my dream, I 

strongly sensed that this could be my future too, and I wanted become part of 

the organizations they worked for. 

The third gift that I gained from the GTP was an amazing network, in other 

words, new friends. Even though almost all the other students were younger 

than me, everyone was highly knowledgeable and passionate about their future 

career. I am truly lucky to have met all these fantastic people at the end of my 

college studies. 

Lastly, the GTP has changed my career plans. Before, I had vague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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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find a job at a private company or organization in the public sector after 

completing my master’s degree. However, through this experience, the pool 

of jobs that I will choose from became a lot larger than before, and I have to 

invest a lot of effort and time to discover what I can do for my future. I have 

learned that Korea is not the only place where I can build my career, but rather 

the entire world can be my stage. Even though I do not yet have a clear idea of 

my specific career path, if it had not been for the GTP, I would not even have 

had the chance to consider international options. I would strongly recommend 

the GTP to students who feel Korea is too limited for their future.



Experience Polit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in Washington, D.C.   211

 GTP Student Reports

1. Preparing for the GTP–Washington, D.C. 

Why I Applied

The Global Talent Program (GTP) operated by 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is very popular am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students. 

It is a well-known program that includes a visit to one city every semester 

and special activities that are unique to that particular city. I have heard of 

each and every GTP during my undergraduate program, and I have always 

been interested in where the GTP students visited and what goals they had. A 

special characteristic of the program is that each time a different city is chosen 

and the purposes of the visits vary. In my opinion, this strategy is the key to 

providing opportunities to a large number of SNU students with different 

interests. For instance, when the program brought students to Wall Street, 

many students interested in Finance and Financial Engineering participated, 

and when it brought students to Switzerland, those seeking to work for 

GTP Widened My View of the World 
Sung, Yeji
(Economics, College of Soci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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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organizations joined. At the same time, the GTP is also known 

for attracting students from diverse majors because it includes visits to various 

organizations and companies. Students who joined the GTP–Washington, 

D.C. this year also have very different backgrounds. Both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and students from diverse majors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The fact that students from various majors and backgrounds mingled 

within the program and spent about a week together in D.C. is evidence of the 

depth of learning GTP offers. 

The GTP is quite popular among students, and it was one of the activities I 

wished to do before graduation. As I am finishing my undergraduate program 

this year, the GTP was a new experience and challenge for me. In addition, 

Washington, D.C. is the best city for students who desire to launch a global 

career. As it is the capital of the U.S. and a leader in the world, I felt certain 

that visiting Washington, D.C. would motivate me. A number of headquarters 

in the U.S. public sector are situated there, as are internationally popular think 

tanks, museums, and galleries.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eadquarters 

are also there. As I have been planning to work f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GTP–Washington, D.C. was a great opportunity for me. 

In addition, I thought I could experience personal growth by participating 

in it. I considered that I would be very lucky to give a presentation at 

an internationally important organization and receive feedbacks as an 

undergraduate student. I knew that the experience of visiting Washington, D.C. 

and organizations/companies there would help broaden my experiences. So 

I applied for the program and looked forward to the trip. I was hopeful about 

facing a new challenge and achieving personal growth before my grad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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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 was ready to put much effort and time into the program. 

Another benefit of the GTP is that it provides several activities, such as 

presentation tutoring networking sessions in D.C. The GTP is very different 

from programs that offer only visits to industries/organizations because it is 

not confined to just a visit but includes other activities and networking as well. 

Before the application process started, the plans were announced, and I had 

a good impression of the program. For instance, I was interested in the SNU 

Alumni Night in Washington, D.C. and the event with the Korean Association. 

Such events would definitely present very different opportunities where I 

could learn things outside school. Therefore, I had the impression that the GTP 

is a great program that would allow me to visit diverse organizations, attend 

tutorial sessions, and meet many people. For these reasons, I decided to apply. 

Although the whole session, starting from the orientation to the D.C. visit, is 

only a month long, I was certain I could achieve and learn a lot in this time.

Application Process

I first heard about the GTP–Washington, D.C. from a poster on the bulletin 

board near the library. Students could learn about the GTP from various 

posters and placards placed around the school. Also, announcements were 

uploaded to the school portal website bulletin boards. As students could get 

e-mails as well, those interested in the GTP could easily find information 

about the application process. 

The application process was not difficult. The first round required only 

documents, and the second round consisted of English interviews. The 

required documents were application forms, which could be download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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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website. We were expected to submit all the 

documents online. All the subsequent announcements and results were posted 

on the website for convenience. Applicants could also visit the center or write 

e-mails for further inquiries. Also, the website contained information on the 

previous GTP, including the program contents and student reports. I read the 

brochure for general information about which city the program had selected 

last year, which organizations/companies were visited, and what activities 

were done. I was impressed by the program and the participants’ satisfaction 

with it. 

As mentioned, for the first round, the applicants submitted documents 

about themselves. In my application forms, I wrote not only about myself, 

but also about what I wanted to achieve by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and what I could contribute to it and to other participating students. Also, I 

was asked to include my motivations for participation and my expectations 

related to my career path. My responses to the application questions helped 

me to clarify that I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GTP and was willing to pour 

my efforts into it. A while after I submitted the required documents online, 

I received the results and progressed to the second stage of the application 

process, which was an English interview. It was a short interview, about 5 

minutes long, and consisted of general questions. All the interviews were one-

to-one, between one applicant and one professor. Their purpose was to check 

the applicants’ English abilities to determine whether they were ready for the 

program. For example, I was asked why I had applied, what my expectations 

for the program were, what results I sought from the program, and which 

organizations I wanted to visit. As the GTP is designed for about ten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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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ere questions about teamwork, too. It is quite natural that students with 

good interpersonal skills are preferred, as forming a good team is a key to 

success in this program. 

Orientation Process

For the GTP–Washington, D.C., there were one orientation and four 

learning sessions. After all the application processes were complete, we 

attended an orientation where all the participating students came together for 

an introductory meeting. Afterward, there were four learning sessions, twice 

a week for two weeks. Two were for the presentations that were to be made 

in Washington, D.C., and the others were about writing resumes and cover 

letters and global business manners. These four sessions were not typical 

formal orientations. Most of u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had to put 

forward a great effort during each session. Because the sessions were usually 

about giving comments on presentations, resumes, and cover letters, we had 

to be prepared. I prepared for my presentation for about two weeks in order 

to complete the research and PowerPoint slides. I thought that if I did not 

prepare enough for the sessions, I would not be able to receive good feedback 

and help, so I was sure to meet all the deadlines. Basically, my whole journey 

began the day I had the orientation and finally came to an end when we 

returned to Seoul. 

Among the four sessions, the most intense was the one on presentation 

skills. What sets the GTP apart from many other programs where students 

travel abroad and visit industry is that students really participate in the program 

and make contributions. Therefore, students have a bigger role than just 



216   2012 Winter Global Talent Program 

visiting the companies and listening to what they do. The student presentations 

are a good example of this. In this year’s GTP, a student gave a presentation 

whenever we visited an organization/company. Once selected for the program, 

we were allowed to choose where we wanted to give our presentations in 

Washington, D.C. Thus, I could decide where I would deliver my presentation 

according to my own interests and career path, which I believe enabled me 

to prepare better. Every participating student chose his or her presentation 

topic and conducted his or her own research. The presentations were about 20 

minutes long, and we mostly used visual materials like PowerPoint. 

During the first week of the sessions, we had a two-day training on 

presentation skills. Each day consisted of about three hours of learning. All 

the presentations had to be ready before each session, and during the session, 

students gave PowerPoint presentations. This gave us the opportunity to 

practice giving presentations and to supplement the contents. A professional 

presentation coach helped us. She gave a general lecture about how to do an 

effective, organized presentation. She also offered personal feedback on our 

presentations and advice about how to change the contents and improve the 

PowerPoint slides. When each student presented, everyone, including the 

coach, listened. Because we gave our presentations to an audience of more 

than ten people, it felt more like a rehearsal, and this helped a lot. Also, as 

the students had various majors, they gave helpful advice from different 

perspectives. We were able to exchange thoughts that we might not have had 

on our own. We considered the presentation coaching to be a very helpful 

session. 

The next session was about writing a resume and cover letter. A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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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Language Education Center gave an introductory lecture about what 

constitutes a good resume and cover letter and showed several examples. 

He was highly experienced in commenting on resumes and cover letters and 

told us about the common errors students make. After the short lecture, he 

commented on our resumes and cover letters. The way he commented on them 

was interesting: He put a resume from one of us on the computer monitor and 

encouraged us to correct it. The idea that others, especially my colleagues, 

would comment on my resume and cover letter could have been embarrassing, 

but actually, it really helped. At the same time, I could also see others’ work 

and help them improve. As many students had made similar mistakes, it 

became easier to correct my own errors. After the resume session, everyone 

was able to hand in an organized resume and cover letter. As writing a resume 

is required wherever one applies, I found the session very useful. Unlike 

resumes, cover letters have a more personal touch. While resumes are more 

formal and simple in their form, cover letters show more of an applicant’s 

skills and ambitions. Most of all, it is very important to write a cover letter 

that suits the particular organization/company one is applying to (e.g., why I 

am applying to the organization/company, what kinds of work I can excel at, and what 

contributions I can make). 

The last session was about American culture, which is different from 

Korean culture. We listened to a lecture that focused on business manners. 

As the lecturer had worked for KOTRA for a long time in D.C., he was able 

to share vivid experiences with us, and we learned about American business 

culture and manners. He said many Korean people go through trials and errors 

when they come to work in the U.S. Of course, language problems o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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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great difficulties, but people also have a hard time getting used to the 

culture there. Since culture affects both daily life and business manners, the 

last session provided a great opportunity to learn about it before we flew to 

Washington, D.C. For example, in Korea, people do not shake their hands very 

often, and we do not think about what type of hand shaking is good. However, 

it is common in American culture for people to shake hands when introducing 

themselves. 

2. Activities in Washington, D.C. 

About the Organization

I gave my presentation at the U.S. Chamber of Commerce, more 

specifically, at the Business Civic Leadership Center (BCLC). BCLC conducts 

its projects under the U.S. Chamber of Commerce. It is connected to several 

industrie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the goal of making 

companies socially responsible and participating in social justice. It gives 

advice to firms/organizations wishing to do activities related to corporate 

social response and encourages them to expand such movements to national 

and global levels. Furthermore, BCLC tries not to confin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to domestic matters, but it supports many firms to keep 

their eyes also on global issues such as disasters and poverty. It also selects 

some firms that have performed excellent socially responsible activities to 

highlight them as good examples for others to follow. Its goal is to create a 

new culture among firms, in which social issues are not neglected and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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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responsible in the community where they operate. 

My Presentation

My presentation topic was CSR in Latin America. My research investigated 

how CSR in Latin America is different from that in the United States or 

European countries, describing the unique CSR culture in Latin America. It 

is very interesting that each country and culture has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CSR. To understand CSR activities in Latin America, the first step is to 

understand the role of business in Latin America. It is noticeable that Latin 

American companies offer some public services that are widely considered 

as the government’s job. For instance, in many cases, governments in 

Latin America have failed to fulfill their roles of creating jobs, producing 

electricity, and providing security. In place of the insufficient governments, 

private companies provide services that the local communities need and 

encourage community members to take part in their CSR activities. The 

motivation behind this sort of CSR in Latin America is that companies want 

to make healthy communities where healthy corporations can grow. If the 

community where they are operating is not healthy, that is, if basic public 

services are not provided steadily, the community is not safe enough, or the 

community education level is very low, corporations will have to struggle 

to survive. They will have difficulty hiring trustworthy workers and finding 

continuous consumers as well. To support my ideas, I offered some examples. 

One of them was the CSR activity conducted by Microsoft in Argentina. 

Microsoft’s CSR strategy was to teach local students computer repairing 

skills and to provide the computers they had fixed to the community. With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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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Microsoft would encourage community members to participate in the 

company’s activities and help build a healthy community together. 

BCLC 

Mr. Jeff Lundy greeted us at BCLC and gave us a brief introduction of 

what BCLC does in the U.S. His talk was mostly about CSR issues. It was 

really interesting that although most compani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society, their understanding of CSR can differ widely. It is even hard to 

define what CSR is, because of its ambiguity. Also, from time to time, there 

are inconsistent understandings. As mentioned, each country, culture, and 

community defines CSR in different ways. In China, for instance, many big 

and important corporations are run by the government. Thus, when companies 

are expected to engage in socially responsible activities, in reality, the 

government who is operating the companies is supposed to do something. 

My presentation at the U.S. Chamber of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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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many CSR activities held in China were l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ir core goal was to solve the widened discrepancy. As I 

learned from comparing many cases, CSR activities in Europe and the U.S. 

are different from those in developing countries. For example, in developed 

countries, CSR activities are focused on eco-friendly materials, fair trade, and 

convenient consumer services. On the other hand, in developing countries, 

companies are busy providing public services and security and creating jobs. 

After this general introduction, I gave my presentation about CSR in 

Latin America. Mr. Jeff Lundy made a comment about the contents of my 

presentation, and we had a broad discussion about CSR activities in Korea, 

trying not to confine the talk to Latin America. 

Site Visit

The first visit in Washington, D.C. was to the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and the student presentation was about the expected effects of 

the FTA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U.S. on each country’s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From the presentation by my colleague, we learned 

about the efforts the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is putting forward 

to support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It was interesting to learn 

about their strategy to provide proper education to small businesses that have 

difficulty gathering information. 

A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my colleague 

described the going-green policies in Jeju Island. After the presentation, the 

EPA staff said they were very much impressed by the eco-friendly policies 

that are actually in place in Korea. We had an ardent discussion and a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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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Also, they told us about the programs they are pursuing and the 

going-green policies that are popular in the U.S. They mentioned their co-op 

program with universities. I was interested to learn that the EPA has interests 

i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issues. They also reacted 

positively to the idea of doing a project with Korean universities. 

Radio Free Asia (RFA) i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broadcasts 

diverse radio/TV programs in Asian countries. We listened to an informative 

introduction about the projects RFA is taking part in and had a tour of the 

organization. During the tour, we also learned about the broadcasting process. 

We participated in an active discussion about ways to attract more North 

Korean listeners. Many students were interested in the issues surround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lso, the suggestion 

to make a radio program in which both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students participate and communicate was accepted as a great idea by RFA. 

At the D.C. Mayor’s Office, we talked about the Asians living in 

Washington, D.C. The tour guide was a Korean woman who had immigrated 

to the U.S. decades ago. She told us many interesting stories about living in 

D.C. as a Korean. The presenter gave a presentation about how to encourage 

Asian-Americans to participate in social issues, especially to take part in the 

elections. 

At the Prudential D.C. Office, there was a debate about the lobbyist culture 

in Korea. One of the vice presidents had an experience working in Korea in 

which he negotiated with a political party. It was interesting to hear about 

Korean culture from a foreign viewpoint. Unlike in the States, lobbying is not 

legal in Korea. As a result, we have a very different level of social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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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lobbying. We talked about how Korea’s lobbying culture may change in the 

near future. Later, the company representatives asked students for suggestions 

about how they could create a good reputation for their organization in 

Korea, as they hoped to expand their market share there. This sparked a broad 

conversation about the CSR programs Prudential could operate. The students 

were eager to share their comments and talk about Korean culture. Also, 

we compared Prudential’s current CSR activities in the U.S. with the CSR 

activities conducted by Korean companies. We were able to identify programs 

that would suit the needs of Korean consumers. The Prudential representatives 

In front of the D.C. Mayor’s Office with Professor Kim.

After the discussion sessions at Radio Free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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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 the presentation and conversation very useful. 

Bennett Group Financial is an investment consulting firm. More specifically, 

it is a small sized investment company targeting relatively small numbers 

of customers. So we heard detailed stories of what the Bennett Group does 

daily and what the work satisfaction is. The topic of the presentation was 

the influence of China on the global economy. We could tell that many U.S. 

investors were interested in the transition in China and its effects. After the 

presentation, students could ask about investment companies in general, and 

the discussion was very informative. 

At the Woodrow Wilson Center, we had a very delightful time with a 

researcher whose interest was Korean history. He talked about his projects on 

North Korea, for which the center has collected archives from many Korea-

adjacent countries. I was impressed by his passion for studying Korean history 

and spreading knowledge of it worldwide. He said the Woodrow Wilson 

Center is planning to create a website to provide knowledge about Korean 

history, like Wikipedia does. We were able to see the process. After the 

presentation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and human right issues in North 

Korea, we toured the Woodrow Wilson Center. 

We also visited the Smithsonian Institution, which is an aggregate of 

diverse museums, galleries, and research centers. We visited the anthropology 

research office and had a tour with a researcher there whose work focuses on 

Asian music. He told us about his research process and the results so far. After 

a presentation about the diplomatic role of museums, we visited the Korea 

gallery inside the Smithsonian Institution. Contrary to our expectations, the 

Korea gallery was not very popular with visitors, so we discussed way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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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e it. We also visited natural history sections, where there were a lot of 

exhibitions.

Of all the activities in the GTP–Washington, D.C., I was most interested in 

visiting development banks. We visited the World Bank, where we met human 

resources staff as well as several Korean staff members. They told us about 

the World Bank’s official internship programs.

At the KOTRA Washington, D.C. department, a GTP student gave a 

presentation about the changes in trade policy due to the political transitions 

in the U.S., China, and Japan. Following the presentation, we also had time to 

give feedback and have a Q&A session. Also, one KOTRA staff member who 

now works for the development bank shared his experiences working in Latin 

America. 

Learning Sessions in Washington, D.C. 

We had several learning sessions in Washington, D.C. as well. At the 

presentation coaching session, we had a final rehearsal of our presentations. 

During the networking skills sessions, we learned about the necessity of 

having a good network and some skills for it. Also, we had a leadership 

session led by Mr. Jimmy Rhee. Among these, the most impressive and useful 

session was the one held by Professor Kim. He gave us personal feedback on 

the presentations we had given in both Korea and Washington, D.C. Because 

each student had to study and research his or her own presentation topic, it 

took a great deal of effort to prepare the presentations. Professor Kim offered 

us helpful advice on the relevance of our topics and the organization of the 

presentations. The coaching session continued long after 10 p.m., and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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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his efforts, we delivered quality presentations. 

  Extra Activities in Washington, D.C. (University tour, Networking 

Session, and SNU Alumni Night) 

During the trip, we also participated in several activities other than visiting 

organizations/companies. We had two networking events and one university 

tour. The first of the two networking sessions was with the Korean Association 

in Washington, D.C., and the second was with SNU alumni. Though the two 

events differed to some extent, the people who attended were all very kind 

to students and did not hesitate to share their life experiences with us. Also, 

visiting a university in the U.S. was fun, as we were all used to SNU. 

In Washington, D.C., I realized many Korean people were already settling 

down and working for various companies. I talked to a reporter, staff in 

the financial sectors and development areas, and a dentist. I had great 

conversations with many people and learned a lot. Networking is still not 

easy for me, but understanding it as getting to know a person after having 

a conversation helped me. Understanding networks superficially can be 

problematic. I think networking should be understood differently from merely 

building connections. In Korean society, people with connections have a 

bad reputation that says they are not good enough for their social positions. 

Or, people tend to think that succeeding by using connections is better than 

working hard. However, networking is more about meeting new people and 

getting close to them, leaving open the possibility of meeting again in the 

future. It is natural to think that people with similar interests have a lot to 

talk about and look forward to meeting up again. Also, thanks to ne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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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come to reflect on themselves and find ways to overcome their flaws. I 

think networking is also beneficial for both parties because, for example, I can 

give help to one person and receive help from others. 

The SNU Alumni Night was amazing because a lot of alumni attended. 

I was very pleased to talk to them because they were passionate in giving 

advice on various topics from life issues to careers. Since the group was very 

diverse in age and professions, the conversations I had were not only deep 

but also varied. The anecdotes they shared and the values they pursued were 

interesting. We also had a Q&A session. One of us would ask a question, 

and one or several of the alumni—whoever wanted to—would answer. One 

student asked whether it is lonely to live abroad and another asked about the 

career path to work for development banks. We received helpful advice from 

our alumni about everything from living in the U.S. to specific careers. I 

appreciated that so many alumni who have been working abroad were willing 

to offer their advice. Overall, SNU Alumni Night was a very pleasant time and 

a good opportunity to learn. 

We also visited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e met a Korean professor 

working there, and he gave us a brief introduction to his research and 

achievements. An undergraduate student guided us on a tour of the campus, 

and we also had time to roam around on our own. As the university is located 

downtown, it has quite a different atmosphere from that of SNU. It was great 

fun to hang around at a different university. As a break from the demanding 

schedule of visiting organizations/companies and making presentations, it 

was a pleasure to see students of my age from different countries. We walked 

around many buildings and went into the bookstore and cafeteria. 



228   2012 Winter Global Talent Program 

3.   After Participating in the GTP–Washington, D.C. 

Lessons from the GTP

Participating in the GTP allowed me to indirectly experience international 

society. Although the visit to Washington, D.C. was short, I visited many 

organizations/companies and broadened my personal and professional 

experiences. For about a month, we prepared for the program in Korea. Then, 

on the trip, we reaped the results of our efforts and time. I think the GTP was 

an opportunity for me to grow one step further in my life and to reflect on my 

goals. 

Especially for me, visiting development banks and hearing from the staff 

there was a great experience. As I have been interested in health and education 

systems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visit to Washington, D.C. was a great 

motivation for me. Frankly speaking, I think having a chance to talk to the 

staff members themselves was a motivation. If I had only thought about what 

I could become on my own, my view would have been very limited. However, 

when I visited the place I want to work for later on and saw people working 

there, I was able to ask myself if I really want to work there. In addition, I 

could think about and ask whether the people working there really have the 

life I think I will have if I get a job there. That is why visiting the development 

banks was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question and develop my career plan. 

The GTP participants each had their own interests; for example, I am 

interested in development banks. It was a great pleasure to talk about our 

areas of interest and share information while learning about others’ fields. We 

12 students came to understand each other. It is very impressive to se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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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hard for their careers. At first, I wondered whether this group of different 

people would be able to mix well on a week-long journey to D.C. However, 

having a diverse group was great fun. Each person had his or her own role, 

making a good team. Overall, I can say that the GTP provided chances for 

personal growth, career advice, and opportunities to improve interpersonal 

skills. Thereby, it broadened our way of looking at and understanding the 

world and allowed us to embrace a different culture and different people. 

Teamwork

The group of 12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GTP formed a close friendship. 

We came to know each other and understand one another better as we spent 

time together, starting from the orientation and progressing to the visit to 

Washington, D.C. As we listened to each presentation several times, we gave 

comments, and through this interaction, we became friends. We participated in 

many activities together and had a very hectic schedule as soon as we arrived 

in the U.S. Visiting three to four organizations/firms a day and having an extra 

activity almost every night gave us a great chance to bond with each other. 

The students took care of one another, which is proof that we were a great 

team. 

Although we did not do a group project together, I think we were a team 

in the sense that we led the GTP to be a successful program. Since returning 

to Korea, we have held many gatherings to talk and spend time together. I 

expect that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GTP in the future will also make good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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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Plans

I made a small change in my plans after participating in the GTP. I now 

want to expand my interests in development areas and study more about 

the development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 Also, I am interested in 

opportunities to work in Washington, D.C. as an intern at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isiting the Smithsonian Institute again would be great, as would 

work as an intern at the World Bank or the Woodrow Wilson Center. 

I think all the GTP participants had a chance to reflect on our careers. I 

still believe that visiting a new city and the organizations there is a great 

experience. Although I am about to finish my undergraduate program, I have 

not had many chances to visit Korean companies. Yet the GTP participants 

visited many U.S. companies and also delivered our own presentations, which 

I think was an important experience. Whether finding an internship position 

is the eventual goal or not, I believe the GTP students would agree that we 

grew through our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Also, the networking sessions 

were a unique part of the program, as we had time to speak with organization 

representatives rather than just visiting companies. 

Strategies for Finding Internships Abroad 

Finding an internship position abroad as a Korean student is not very easy. 

First of all, because Korea and the U.S. run on different semester systems, it 

will be difficult to make time for an internship if I want to graduate on time. 

Also, because of the visa, not many companies/organizations are willing to 

hire Korean students. I think it is really important to know that securing an 

internship abroad is difficult. However, that does not mean it is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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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organizations/companies whose work relates to Korea want to hire 

Korean students, and some are willing to sponsor visas. Thus, internships 

abroad can be found if one takes the time to research opportunities. 

First of all, one needs to know which company/organization provides 

internships to international students. It is helpful to have continuous contact 

with the person in charge. Announcements about hiring interns are often 

posted on the website, and one can contact the company through e-mail. It 

is helpful to be ready anytime and have an organized resume. Also, try to 

tailor your resume and cover letter to fit the specific companies’ needs. Most 

importantly, do not give up if your contact does not reply to you. Although it 

may take a long time, being polite and consistent will help you gain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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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ing for the GTP–Washington, D.C.

Why I Applied

After finishing our 6th semester, we undergraduate students are supposed 

to experience troubles and worries about our future. I was not an exception to 

this general rule. Having participated in many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dreamt of having a global career, I sought real chances to go abroad after my 

6th semester. In my search for programs and information, I learned about the 

GTP when I applied to the Washington Center Internship Program, another 

program run by the SNU Career Development Center. I had visited the SNU 

Career Development Center many times and had seen a poster about the GTP 

program on the wall there. I thought the GTP fit for my needs for a learning 

experience abroad and would give my career a boost. Also, I liked that the 

destination city was Washington, D.C., a hub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For these reasons, I applied to the program without hesitation. Since 

Possibility in the Hub of the World 
Shin, Ju-Yeong 
(Social Studie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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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ng in the GTP, I have been accepted to The Washington Center 

Internship Program, so it turns out that the GTP was a good preparation.

Application Process

The application process consists of two parts: online paperwork and an 

English interview. You should be aware that large files do not upload well on 

the GTP website. I recommend filling out the application early and applying 

at least one day before prior to the deadline. If you pass the online paper 

application, the next step is an English interview. Some students are afraid of 

the interview, but please don’t be terrified, because it is not really difficult. 

It only lasts about 5~10 minutes, and all you have to do is answer in 3~4 

sentences the questions asked by a professor. I prepared my responses to 

some expected questions before the interview, which turned out to be very 

helpful. After finishing the interview and waiting for 2 days or so, I found my 

name on the list of accepted students at the SNU Career Development Center 

homepage. Out of over 30 interviewees, 12 students had been accepted. If you 

describe your true passions in your online application and show good manners 

in the interview, you can be admitted to the GTP. One more recommendation 

is to check your e-mail or SNU-mail regularly because all the contacts and 

information are sent electronically. I missed the orientation because I had not 

read the information e-mail. Thus, I recommend that you check your e-mail 

account and visit the SNU Career Development Center webpage regularly. 

Pre-education Sessions

I found all the pre-education sessions impressive. You should take the pre-



234   2012 Winter Global Talent Program 

education seriously, as the same or more endeavors are needed in the pre-

education sessions as in the regular GTP program. There about 4~5 pre-

education sessions, including an orientation session to be attended after 

receiving the acceptance notice. In the orientation session, you meet all 

the GTP program participants and receive details of all the schedules and 

flight times. After that, pre-education sessions are held to teach you about 

preparing a presentation, have rehearsals, and offer lectures useful to the 

program activities. The main activity of the GTP–Washington, D.C. was 

to visit 11 organizations in Washington, D.C. and give a presentation to 

each organization. Every student had to do one presentation at an assigned 

organization. I was assigned to Bennett Group Financial Services, a financial 

consulting firm. The firm allowed me to choose my own presentation topic, 

which at first made me very concerned. Preparing the presentation placed real 

pressure on me because I had many other things to do in the same time period, 

such as exams and reports. At last, I decided my topic would be “China, an 

Emerging Giant,” which deals with the new Chinese leader Xi JinPing and his 

direction for the nation. I had a hard time preparing my presentation; I asked 

my friends and professors for help less than one week before the first rehearsal 

at the first pre-education session. 

The first pre-education session was the most impressive one. Not only 

did it offer the opportunity for a first rough rehearsal in front of all the GTP 

participants, but also the presentation teacher, Minah Bong, gave an amazing 

lesson. Minah Bong seemed to truly deserve to be a called a “presentation 

professor” because she had a high level of speaking and knew all about 

presentations. Her feedback during the first lesson helped us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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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resentations. Compared to our presentations at the first rehearsal, our 

presentations in Washington, D.C. were much better, thanks to Minah Bong’s 

lecture. In addition to presentation preparation, there were also lessons about 

writing a good cover letter and resume, and a lecture by a businessman who 

used to work in Washington, D.C. Above all, the pre-education sessions at 

SNU made us participants feel responsible in the program and motivated to do 

our best in Washington, D.C. 

Group photo before 

departure.

At the Narita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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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tivities in Washington, D.C.

About the Organization

The core project of the GTP was to visit 11 organizations in Washington, 

D.C., give a presentation to each organization, and find internship 

opportunities. The 11 organizations were the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Prudential Financial, 

D.C. Mayor’s Office on Asian and Pacific Islander Affairs, U.S. Chamber of 

Commerce – Business Civic Leadership Center, Radio Free Asia, Bennett 

Group Financial Services,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Smithsonian Institution – Asia Cultural History Program, the 

World Bank, and KOTRA. Among them, the organization assigned to me 

was Bennett Group Financial Services, a financial consulting firm founded 

in 1986. Bennett Group Financial Services has relatively small assets, but 

its profitability is high. Bennett, a female CEO, heads the company with 6 

managers. Their main activities are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related to 

gold and financial services. 

Presentation Topics and Contents

As mentioned above, all the GTP students each gave one presentation at one 

organization, and we had to do our best because this was the only chance for 

us to show our talent properly. At each organization, one participant did a very 

good presentation with an interesting topic. My topic presented to Bennett 

Group Financial Services was a briefing about China and its new leader. Last 

year, China underwent a major political change when power was transfer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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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new leader, and this transformation will affect both China itself and global 

markets. The purpose of my presentation was to show the effects on China and 

on the global market for Bennett Group Financial Services. This was because 

Bennett Group Financial Services is a financial advisory firm, so it needs to 

anticipate the flow and change of the world market properly, from various 

angles. I thought that because China is now regarded as G2 and is receiving 

much international attention, it would be beneficial to speculate about China 

from the Asian viewpoint. Therefore, my presentation described of China’s 

new situation from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points of view and the 

effects on global funding markets. The other GTP students also prepared 

interesting topics appropriate for each organization, such as an FTA overview, 

Green Growth of Korea, North Korea Reports, and so on. 

Presentation at Prudential (Seji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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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ing Organizations 

At each organization, we encountered a different situation and atmosphere. 

The first visit was to the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where we 

needed to pass a security check to enter. It was strange at first, but most of 

the organizations required similar security checks; eventually, I came to 

understand that security is considered important in the U.S. Presentations were 

usually held in conference rooms and accompanied by 1~2 intern coordinators 

or sometimes 10~20 organization employees. A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bout 10 employees met with us and had a conversation 

about the topic. At Prudential Financial, two vice presidents flew out to see 

Presentation at Radio Free Asia 
(Jiyoung Lee).   

My presentation at Bennet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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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resent and participated in a 2-hour long talk with us. The most impressive 

visit was to Radio Free Asia, which is a radio broad casting company targeting 

Asia and North Korea. In the conference room, more than 20 employees, 

including a vice president, were there to welcome us. They provided us a tour 

of the broadcasting office. In addition, my colleague who gave the presentation 

at Radio Free Asia was invited to an interview for an internship immediately 

and did the interview with the vice president. 

Bennett Group Financial Services was the organization where I was 

assigned to give my presentation. On the way to Bennett Group, I felt very 

nervous and mumbled the speech I had memorized. However, something that 

D.C. Mayor’s Office.

Woodrow Wils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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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dn’t expected happened in the Bennett Group conference room. The 

screen did not work, so at first, it was unavailable for my presentation. Finally, 

one Bennett Group employee brought 20 pieces of A4 paper and glued them 

on the wall to serve as a temporary screen. Given what was happening, I could 

have felt more nervous and panicked. Yet oddly enough, I felt determined 

to do better and gained more energy. It would have been worse if there had 

been no screen at all, so I decided to be thankful for the 20 A4 papers, and I 

delivered my presentation well. This “20 A4 paper event” is still on our lips 

when the GTP–Washington, D.C. students gather. I feel rather good about 

the experience because it taught me how to deal with unexpected situations. 

Because the GTP is all about experiences, even this occurrence is a great 

memory for me. 

Although I presented to Bennett Group, the most important visit for me was 

to the D.C. Mayor’s Office. After the presentation session there, I felt that this 

office would be the perfect place for me to do an internship, so I tried to have 

a private talk with the intern coordinator there. I gave her my business card 

and had a brief conversation about my interest in working there. Surprisingly, 

one day later, she e-mailed me an interview offer, so I had an interview during 

my GTP period. I was offered a position in the office, and I am heading for 

Washington, D.C. again next week to start. I was able to earn this position 

because at the time, I had status as an accepted student at the Washington 

Center Internship Program and decided to return to the U.S. for an internship 

in January. Most of all, however, what allowed me to obtain the internship at 

the D.C. mayor’s office was my approach to the intern coordinator and the 

action of giving her my business card. This demonstrates how important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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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proactive!

Lectures and Education

The GTP–Washington, D.C. was coordinated by the Washington Center, 

an educational organization in Washington, D.C. The Washington Center 

helped us make reservations at restaurants, guided us on the way to visits, and 

provided us with special lectures such as “Networking skills” by Jung Ran 

Lim, “Leadership forum” by Jimmy Rhee, and “Interview skills” by Mashaal 

Ahmed. Among these lectures, I specially recall the “Networking skills” 

lesson by Jung Ran Lim. Networking in the U.S. is quite different from how 

it is done in Korea, and its method is diverse in many ways. Also, these days, 

global networking is becoming important. Thus, the networking skills lecture 

Leadership lecture by Jimmy Rhee.

Networking skill lecture by Jung Ran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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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Washington, D.C. was a good choice for us. Jung Ran Lim taught us how to 

hand out business name cards, do follow-ups, start conversations, and behave 

at networking parties. One day after we attended this lecture, we took part 

in a networking reception and applied what we had learned. It was the best 

real-life-education ever. Especially, a specific process called “follow-up” was 

really helpful; this refers to keeping in touch with people after giving them 

your business card. Many students did follow-ups after returning to Korea, 

and we received many replies. 

Extra Activities

The college tour, SNU Alumni Night, and other short tours were our delights 

between tight presentation schedules. In particular, I found the Washington, 

D.C. city tour really fun.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tour was guided 

by a female student there, and she was so nice that we had a really good tim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as a different atmosphere from SNU because 

it is in the middle of a city. The U.S. Capitol Hill tour was also really great. 

The views from Capitol Hill were awesome. Also, our short meeting with 

Congressman Rangel was meaningful. We met a few Koreans working on 

Capitol Hill, and there was even an SNU alumna in Rangle’s office, which we 

were very proud of. Above this, SNU alumni night was one of the best parts 

of the trip because of all the Korean conversation and delicious Korean food. I 

also felt how important it is to belong to SNU, like having a family. By having 

dinner with the alumni there, I found that they were very successful in their 

careers, and I learned many things from them. One alumnus suggested that a 

GTP student who planned to travel after finishing the program should stay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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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 at her house. 

In addition, the networking reception was a great chance to meet wonderful 

people in Washington, D.C.; we met the consulate general, president of Joong-

Ang Daily in Washington, D.C. This type of standing reception is not very 

common in Korea, so I felt as if I were in a Korean soap opera. It was a little 

hard to stand for one and a half hours and keep talking without eating much 

food. After the reception, we returned to our hotel and ordered pizza.

In front of the U.S. Capitol Hill.

SNU Alumni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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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fter Participation in the GTP–Washington, D.C. 

What I felt about the GTP

The one-week trip was very short. After coming back to Korea, we had 

to take final exams and submit reports. However, what I felt and learned 

in Washington, D.C. has stayed in my mind. By participating in the GTP 

and visiting many organizations, I found that opportunity can present itself 

unexpectedly. For example, some organizations did not have internship 

policies but spontaneously suggested opportunities. Also, people we met in 

unexpected places were kind to us and offered us favors. Possibilities and 

chances are surprising guests, so it is important to be prepared all the time 

and always do your best. Wherever you go, look for opportunities, make 

good impressions, and be passionate all the time. That’s how we can make 

opportunities. In fact, the GTP had a really tight schedule, which made us very 

exhausted as time went by. Every night, we had a schedule and prepared for a 

presentation. Yet in spite of these physical difficulties, just thinking about the 

wonderful things that would happen the next day made us stay awake.

Above all, experiencing the career program in U.S. expanded my vision 

for the future. Before the GTP, I had planned to find a job at Samsung or 

Hyundai in Korea or to take a national exam. Now, I think of going abroad 

to earn a master’s degree and work at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Many 

SNU alumni on the global stage I met during the program affected me very 

much. Meeting them allowed me to see ways to enter the global stage, to find 

new information, and most of all, to feel motivated to be like them. What had 

previously seemed very vague became quite realistic. Whenever I se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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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in Washington, D.C., I feel very close to them and keep thinking that 

I want to be a role model to my junior friends as well. For me, this GTP 

program was all about having new experiences and gaining career motivation. 

Teamwork

I certainly can say that all my colleagues are highly talented. We taught and 

learned well, and our teamwork made the GTP trip successful. Despite the 

busy schedule, we gathered every night to talk and prepare for the upcoming 

days. Whenever someone was in trouble, we all tried to help him or her and 

searched for information together. I received support from my colleagues, and 

In front of the Lincoln Memorial Reflecting Pool.

Surprise Birthday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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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eally appreciated it. We all depended on each other. For example, on the 

second day, we had a surprise birthday party for one colleague. Also, on the 

last day, we prepared surprise gifts for Professor Taekyoon Kim and Instructor 

Hee Young Park. If Professor Taekyoon Kim and teacher Hee Young Park had 

not been there with us, we would not have finished the program with such 

success. With all these wonderful people, the GTP was not only successful but 

also warm-hearted.

Future Plans

Next week, I leave for Washington, D.C. again, and I will take one 

semester off. I will live in the Washington Center Dormitory and work in 

the D.C. Mayor’s Office on Asian and Pacific Islander Affairs for about 15 

weeks. I guess this will be my first and last chance to live abroad during my 

undergraduate period. All I have to do is do my best at the internship and learn 

about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political leadership program run 

by the Washington Center. After 5 months, I will return to my school life in 

Korea, although I may change my plans. If there is no change, I will probably 

go to graduate school to study my field of interest, which is human rights and 

public administration. Actually, I had planned to attend one of SNU’s graduate 

schools, but after the GTP program, I have become interested in working at 

the World Bank, so now I am thinking about going to the U.S. for my master’s 

degree and to seek an internship at the World Bank.

Strategy for Finding Internships Abroad

The first strategy I recommend for finding an internship abroad is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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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active.” Opportunities arrive by chance. Thus, all we can do to prepare 

is to be proactive in everything and toward everyone you meet. Have a 

conversation with whomever you meet, and try hard at whatever you do. In 

comparison to American students, Korean students are not familiar with going 

forward and taking action. I think we should be more active without fear. In 

terms of talent and knowledge, SNU students are on top. You can do well 

wherever you go. However, unless you show your abilities, no one will know 

about them. Therefore, show your full abilities to people who will appreciate 

your skills and potential.

The second strategy is “Be Flexible.” There are many events taking place in 

the world. Wherever you go, there may be trouble and unexpected situations. 

In this case, you have to be open and accept the situation. I mentioned being 

active is important; at the same time, however, you should have a flexible 

mind to keep you successful in various situations. In the global era,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ethnicities, cultures, and methods. These differences can 

necessitate a change of plans, and you should expect to deal with such changes 

in the work place. Things may not going to happen as you anticipate they will. 

Flexibil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irtues that you should keep in mind 

in the global market. As you can see from my experience with Bennett Group 

Financial Services, you should take the situation positively and do what you 

can do best. With a proactive and flexible attitude, you will survive in the 

global market. I hope more SNU students will take part in global programs 

like the GTP to become people of t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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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ing for the GTP–Washington, D.C.

Why I Applied

I am studying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with a major 

in regional development. In my classes, I have studied and thought about what 

we can do to develop the world’s poor regions, from an economic viewpoint. 

I have found it is necessary to create policies to develop poor regions. In the 

current global world where countries have conflicting interests, it fall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perform this function. Thus, I am interested in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 have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Washington, D.C. because it is called the center of world politics and has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headquarters. From a poster on the campus, 

I learned about the Global Talent Program (GTP) in “Politics & Diplomacy,” 

and I thought it would be a good chance to experience the real world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 decided to apply.

A Moment of Reflection
An, Sung Kyoo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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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cused on a broad range of 

issues. Specifically, I am interested in ways to develop poor regions. I believe 

that in order for poor regions to grow, they need not only capital but also 

appropriate infrastructure that will make the growth of the region sustainable. 

One solution is to foster the role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In Korea, there are so many voices that assert the importance of SMEs. 

However, I think we should have the system that enables the co-survival of 

big enterprises and SMEs. 

My interest in this issue led me to participate in the GTP, in order to 

find out more about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policies 

of international society. Also, I wanted to experience the real world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any students are eager to work 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t given the reality of politics, it is often difficult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function properly. Therefore, I wanted to see 

ho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ursue their own value in this reality and 

to meet people who work for them. I participated in the GTP to widen my 

own interests and want to others’ impressions of working at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pplication Process

When I first downloaded the GTP application form, I was surprised to see 

that it was different from the usual forms. It did not consist of only questions 

about my motivation and a self-introduction; instead, it was the real form 

used for applications to real firms. For this reason, I felt a little nervous filling 

it out. In particular, I thought about my life in college when I filled 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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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Also, as this was my first time filling out an application in English, 

I wrote my responses first in Korean and then translated them into English to 

reduce errors. 

After I passed the application phase, I prepared for the interview. I was 

nervous because it would be in English. However, I wanted to focus on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 so I thought about what I wanted to communicate 

to the interviewee. I reviewed my motive for participation and my goals 

again and prepared a script for the interview. I couldn’t remember everything 

in English, so I tried instead to memorize the main sentences. During the 

interview, the professor asked me about my motive for participating in the 

GTP and for a self-introduction. I answered the questions as I had prepared 

to. Then, he asked me which topic I wanted to present in Washington, D.C., 

a question I had not prepared for. I was quite confused about the question. 

However, I was interested in the problem of the poverty, and I have an interest 

in the FAO. So, I expressed my interest in these and described my goals to the 

interviewee. 

Pre-education 

Before we departed for Washington, D.C., we had 4 pre-education sessions. 

Two classes focused on our presentations so that we could organize and polish 

them appropriately. Before we gave the presentations, each person picked one 

organization from a list of 12. Most of the students prepared their presentations 

based on the topic their organization assigned. Otherwise, they prepared a 

presentation based on the topic of their choice. I presented to the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on the topic of “SME after FTA.” To prepar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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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d a lot of materials. It was difficult to argue my own point of view. 

The first time I tried, my presentation was not smooth. However, the coaching 

session on presentation skills helped me to improve it. I fixed my contents and 

learned how to deliver an effective presentation to a live audience. Usually, 

I speak quickly and have difficulty making eye contact; the coaching session 

helped me to solve these problems, and in turn, my presentation was much 

better. 

2. Activities in Washington, D.C. 

About the Organization

I delivered my presentation to the SBA. In Korea, the concept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is contrasted with big enterprise. However, in the U.S., 

the idea of small business is used. In Korea, most of SMEs have contracts 

with big enterprises. However, the SBA focuses not only the connection 

between big enterprises and small businesses but also the ways to foster small 

businesses themselves. It strives for policies that foster and support small 

businesses. Small business frequently suffers from limited capital and human 

resourc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which make them fall behind in 

innovation. The SBA tries to offer solutions by supporting small business 

through policy and support. 

Presentation Topic and Contents 

My presentation consisted of five parts. First, I explained the concep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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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 in detail and described its importance. Second, I introduced the expected 

benefit and thread of the FTA. Finally, I suggested ways to increase trade 

despite these threats. 

There are many SMEs in our society, and many newspapers and articles 

assert the importance of these enterprise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SMEs 

account for a large part of employment and number of firms in the national 

economy. Also, even big enterprises depend on SMEs much more than we 

think. For example, when an auto manufacturer such as Hyundai or General 

Motors makes an automobile, they cannot do it all by themselves. They rely 

on the help of SMEs in areas such as design, service, and specialty elements. 

That illustrates how SMEs behave and why they are important. 

Next, I presented how SMEs participate in economy. SMEs play three roles: 

First, they export their product to another country. Second, they contract with 

big enterprises to provide what the big enterprises need. Third, SMEs supply 

the domestic market. 

In order to consider the effects on trade, I focused on the first and second 

roles. However, SMEs are expected to change in Korea and the U.S. following 

the FTA. Therefore, I considered how SMEs will change. I also covered the 

expected benefit of FTA, which is the main reason behind it. The principle 

of the FTA is simple: No Tariff, No Import Quotas, No Preference. This 

means there should be no more barriers to economic activity. There will be no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enterprise and foreign enterprise. 

The positive effect of the FTA on SMEs stems can be described as follows. 

First, the direct effect is simple: Eliminating economic barriers such as 

quotas, tariffs, and discriminations broadens the region to which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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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export, which means SMEs will have more business opportunities. For 

example, an SME that manufactures small auto parts in Korea can sell not 

only to Korean enterprises but also to the U.S. market. 

After the FTA is passed, the SME does not have to pay tariffs, which are 

included in product prices. Thus, prices will be lower than before. This will 

allow SMEs to offer competitive prices and will increase product sales. That 

is, exporting SMEs will be able to sell more goods to foreign countries and 

make more money. This is the direct benefit the FTA will have on SMEs. 

Another effect is the indirect benefit. Many SMEs support big enterprises 

and make money from contracts with big enterprises. In the case of auto 

manufacturers, there are many SMEs that depend on big enterprises. In this 

circumstance, the FTA would have an indirect effect on SMEs. This is what 

we called the “value chain.” 

The FTA will increase international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S. If 

there is more demand for big enterprise, by the value chain of manufacturing, 

there will be a greater demand for first chain enterprise and then second chain 

enterprise; if this keeps going, the whole economy will improve, and SMEs 

will benefit from the FTA. This is an indirect effect on SMEs. That is, after 

the FTA, the more big enterprise is demanded, the more SMEs are demanded. 

This is the indirect benefit of the FTA. 

However, there are a lot of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effects of the 

FTA. For this reason, many protests have been launched against its passing. 

Next, in my presentation, I described the threat of FTA, which is related to 

its benefit. There are two types of expected threats. First, SMEs that export to 

foreign countries will have a higher trade risk. Also, SMEs that contrac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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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enterprises will risk unfair trade with them.

As mentioned, the first threat is trade risk. Thanks to the FTA, SMEs 

will export more. However, this means they will have a higher trade risk. 

International trade has more risk than domestic trade. For example, SMEs 

trading with Korea can have a risk like North Korea or buyer bankruptcy. 

There are two types of trade risk, emergency risk and credit risk. SMEs are 

less able to cope with risk than big enterprises. Thus, the more risk SMEs face, 

the more difficult it is for them to trade with foreign countries. Thus, the FTA 

will result in less trade. 

The second threat is unfair trade between big enterprises and SMEs. Thanks 

to the FTA, big enterprises will export more and thereby make more money. 

However, it is problematic that big enterprises may take all of the benefits 

from the FTA at the expense of SMEs. For example, the FTA will make 

Hyundai sell more products to the U.S. However, it is possible that Hyundai 

will take all of the benefits from FTA by itself, and the SMEs in the value 

chain will not receive any benefits. Powerful, big enterprises can force unfair 

trade with powerless SMEs. Thus, SMEs may receive little benefit from the 

FTA. If this keeps going, it will be difficult for SMEs to survive in the market. 

This, in turn, will be bad for international trade. 

After I described these two expected threats, higher trade risk and 

second unfair trade with big enterprises, I presented the solution to increase 

international trade following the FTA. The solution relates to the threat. To 

solve the problem of higher trade risk, I suggested we adopt trade special 

insurance for SMEs. Then, to solve the problem of unfair trade, I suggested we 

regulate fair trade in order to pursue benefit sharing. There is a trad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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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pe with trade risk. However, I think that in order for SMEs to sustain 

themselves in free trade, we need trade insurance only for SMEs. SMEs are 

much weaker in credit risk, like the change of currency and buyer bankruptcy. 

If we create trade insurance for SMEs, there will be little trade risk, and SMEs 

can do risk hedging. This will induce more trade. 

The second Solution is fair trade between big enterprises and SMEs. I 

suggested we need to improve the concept of “benefit sharing,” which is based 

on profit sharing. Many enterprises are implementing “profit sharing,” which 

has a simple principle. When the enterprise makes profit above the profit goal, 

it shares the excessive profit with its stockholders and employees by giving 

them dividends and bonuses, respectively. However, big enterprises do not 

share their profits with SMEs. Therefore, I suggest we need regulation of 

fair trade to share the profit of big enterprises with SMEs. The profit of big 

enterprise depends not only on the employees and stockholders but also on 

SMEs. Thus, regulation of benefit sharing is necessary. An exemplary method 

My presentation on the change and strategy of SMEs after the FTA is passed to the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56   2012 Winter Global Talent Program 

of benefit sharing is as follows. When production costs are reduced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big enterprises and SMEs, big enterprises must share 

the decrease of the production cost with the SMEs. The SMEs can use this 

profit to develop themselves. This type of benefit sharing will make SMEs 

more competitive, which will help big enterprise have a more competitive 

chain. Therefore, we can expect more trade. 

In conclusion, I presented two roles of SME in trade: exporting to foreign 

countries and contracting with big enterprises. Each one has benefits under the 

FTA but also threat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threats, I suggested special 

trade insurance for SMEs and regulation for fair trade in terms of benefit 

sharing. I hope these suggestions will increase international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S. 

Visit to the Organization

We visited 11 organizations: the SB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Washington, D.C. Mayor’s Office, the World Bank, KOTRA, Chamber 

of Commerce, Prudential, Bennet, Smithsonian’s Constitution, the Woodrow 

Wilson Institute, and Radio Free Asia. I was impressed not only by the SBA 

but the other organizations as well. 

One of the most impressive organizations is the World Bank, which gathers 

fund to foster the economies of developing countries. Visiting the World 

Bank itself is very impressive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to visit. At the World 

Bank, we met many people who work to improve developing countries. This 

opportunity increased my awareness of opportunities to work to improve 

the whole world. I realized there are many young people who work for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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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s.

The Smithsonian Institution was also very impressive. Before we visited 

the institution, I was amazed by the national mall, where there are a lot of 

museums and galleries that offer opportunities to experience the culture, 

not only for tourists, but also for residents of Washington, D.C. Most of 

the facilities are free, which makes them more available to citizens. The 

government supports the national mall facility. I think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nvest more in cultural facilities because culture and arts demonstrate 

the value of our lives. 

Our visits to the various organizations were very valuable experiences. 

Thanks to the GTP, I visited many organizations that I would otherwise not 

have been able to see. 

Education and Seminar in Washington, D.C.

The GTP is connected with the Washington Center, where I experienced a 

The Smithsonian Institution briefing.



258   2012 Winter Global Talent Program 

lot of activity. Especially, I was impressed with the networking session and 

interview skills session. In the networking session, I learned that networking is 

an important way to show how I am able to perform my role. I was surprised 

that in the U.S., networking skills are regarded as very important, while one’s 

using connections to one’s region or school is viewed in a negative light. 

However, in the current society, in which there are many human relationships, 

networking can be a way of making opportunities to achieve what you want. 

Especially in the U.S., LinkedIn is widely used to find jobs. I learned not 

only about networking sessions in theory, but I also practiced using the skills 

at a GTP networking party. I learned it is very important to present myself 

effectively to others. 

Activity in Washington, D.C.

We visited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attended SNU Alumni 

Night in addition to visiting the various organizations.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 met a Korean professor who worked at a foreign university. Also, 

SNU Alumni Night was impressive. We shared a lot of things because we are 

connected through SNU, which made me love my university more than before. 

As time goes by, everyone will live their own lives, but being SNU alumni 

will hold meaningful for us throughout our lives. After listening to many 

stories told by older alumni, I realized I need to look my life from a long-term 

point of view. The alumni mentioned that when they were young, they never 

thought they would live in the U.S. In the future, if I have the chance to meet 

students from SNU, I will be happy to serve as their m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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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fter Participation in the GTP–Washington, D.C. 

I was in Washington, D.C. for only 7 days, but during that time, I met a lot 

of people and learned many things from them about politics and diplomacy 

in the U.S. and world. I went to Washington, D.C. as one of 12 students 

accompanied by 1 professor and 1 staff member. First of all, I was moved by 

the endeavor of the professor and staff member to make GTP a better program. 

Professor Kim pointed out even little ways to improve our presentations. 

Also, Ms. Park facilitated a memorable and valuable program. In addition, the 

teamwork between the 12 students was wonderful. We didn’t have much team 

project work because the presentations were given individually. However, all 

the students helped each other to prepare for the presentations and discussed 

not only politics but also each other’s futures. I was moved by students of 

a similar age dreaming about making the world better place, while I had 

Networking Re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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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only on myself. They were interested not only in themselves but in 

the common interest of the world. It was impressive that they pursued their 

dreams despite the cost. This made me think about my future from a long-

term point of view. After I left the army, I’ve thought mostly about myself, but 

participating in the GTP reminded me of when I first arrived at university and 

wanted to do something to change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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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ing for the GTP–Washington, D.C.

Why I Applied

I firstly saw a Global Talent Program (GTP) poster when I was a freshman. 

However, at that time I thought that I needed more experience to apply for it, 

so I just dreamed about participating. In 2012,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job fair, I decided to apply after asking for details about the GTP at 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booth. The booth host said that the 2012 winter 

GTP would visit Washington, D.C., U.S., to help participants find internship 

opportunities at lea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mpanies. He said 

whether my major was related to the GTP theme did not matter. Since I had 

gotten my resume and English test score after applying to graduate school, I 

started to prepare my application form. 

If I had applied only by the thinking of visiting the U.S. using the school’s 

support, I would have failed. The U.S. is still the leading country in many 

Challenging My Limits
Lee, Dagyeong 
(Biosystems Engineering,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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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in this world, and Washington, D.C. is the regional and symbolic center 

where strategic decisions are being made for a broader purpose. Thus, visiting 

main organizations in Washington, D.C. and obtaining an internship are great 

opportunities for me, a person who wants to be a creative strategist. To I could 

set a specific plan, I asked the person in charge for detailed information about 

which organizations would be visited. By doing further research with the given 

information, I found out that all of the organizations had a common role. They 

were leading organizations in making decisions and establishing strategies. I 

decided to apply to the GTP to learn how these organizations think. 

Application Process

There were three questions on the application form. First, why are you 

applying for the 2012 GTP? Second, what can you contribute to this program? 

Third, what are your career goals and how will this program help you to 

achieve them? I answered each question and composed a long statement of 

purpose. 

The core of my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was my specialty area, which 

I intended to study at the graduate school, and the interrelation between this 

area and organizations we would visit in the GTP. I explained my vision and 

highlighted that it met the main value of the organization to which I hoped 

to apply for an internship. In response to the second question, I focused on 

my communication skill and mentioned my experience in another overseas 

visiting program supported by the school. For the last question, I explained my 

plan to go on to a Ph.D. course after gaining work experience related to my 

graduate study, and I also emphasized how an internship in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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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help for me. Also, I mentioned that even if I did not find an internship, 

it would be still great help to practice my English presentation skills and 

practice writing an English resume and cover letter. 

The thing I worried about the most was speaking English. Since I am not a 

native speaker and I had never studied in an English-speaking country, I feared 

that if I became nervous in the interview room, I would not be able to say a 

word. Thus, to prevent this nightmare from occurring, I prepared answers to 

questions that I anticipated might be asked based on my conversations with 

friend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GTP previously. In the waiting room, there 

were about 20 people who all appeared to be undergraduates. The interview 

was one-to-one. While I waited, I focused on releasing my anxiety. I was one 

of the last interviewees, and I had some memorable conversations with an 

interviewer. 

To begin with, the professor and I had a conversation with the precondition 

that I had already gotten the administration offer from a foreign university, 

and I had a strong purpose for global employment. I had enough time to do 

an internship after my graduation in February because the U.K. starts its new 

term in September, which made me a proper candidate also. 

At the end of the interview, the professor asked a short but important 

question. 

“Why Washington, D.C.? I mean, why do you think an internship in 

Washington, D.C. would be helpful for your future career?”

My answer was simple.

“Because Washington, D.C. is the strategic hub in this world. My dream is 

to be a strategist, so this visit to Washington, D.C. is absolutely import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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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Fortunately, the professor was satisfied with my interview, and I received a 

notice of acceptance. 

Previous Education

I still cannot believe the intensive training education processed on such a 

difficult schedule. The previous education consisted of an English presentation, 

writing a resume and cover letter, and global business manner education. The 

English presentation was the hardest part to prepare, and writing a proper 

CV was a totally fresh and really useful part for me. In contrast to the former 

GTP, every student was assigned their own visiting organization to present 

to. Thus, we had to write a resume and cover letter, focusing on our assigned 

organization. Although we prepared different materials, we became closer 

through hard practice even before departure.

After the simple orientation at the first meeting, our education started 

right away. Presentation coaching sessions were given twice for two groups, 

Groups A and B, and final feedback was given in personal tutoring. Most 

of the organizations assigned specific topics that they wanted to hear about. 

Collecting the data and making the logic flow was our own task. 

I was supposed to do my presentation a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 and the topic was “Going green in South Korea.” My 

topic was too simple compared to the others. Thus, to make it more narrow 

and specific, I visited the EPA website and looked into the organization’s core 

value and purpose of action. After understanding the environmental policy 

slogan of Obama’s government was “going green,” I set my direction as 



Experience Polit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in Washington, D.C.   265

 GTP Student Reports

introducing the environmental policy of Lee Myungbak’s government, “green 

growth.” The recent news that Korea would host important environmental 

global organizations such as Green Clime Fund (GCF) in Incheon and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in Seoul, and numerous effor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was making made my work relatively easy. Besides, I was in the 

second group, so I could apply the important feedback points given in the first 

education session for the first group. The key concept in my presentation was 

“green triangle.” The reason Korea has emerged as a global green leader is 

that it focused on three balanced efforts: strategy, money, and technology. In 

addition, I explained the going green efforts made by the citizenry because I 

thought the organization representatives might ask for the casual, practical, 

and creative cases of Korea. 

The first time I presented to the LEI teacher, I was worried. Though I had 

a script, there was no time to memorize it, and I felt pressured because so 

many other students spoke English fluently and comfortably. However, my 

concern was unnecessary. I received compliments from the teacher and my 

friends. They said my presentation was clear and proper. Of course, there were 

also many things to correct, and after the mock presentation, I figured out my 

capacity and limit. 

The next education session was about writing a CV. Since I had already 

applied to the graduate school and other internships, I thought the training 

would not be matter—but I was wrong. In this session, my colleagues and I 

learned the basic concepts of resume and cover letter writing, and created the 

proper materials. 

First, we had to create resumes that were easy to read and looked simple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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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hasized specific points. Before the feedback, my English resume was two 

pages, though after the correction, I appeared as a person who was longing 

for an internship at an environmental government organization. I received 

huge help in writing my cover letter from Hee Young Park in 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She used a list of positive words for the CV and tailored 

my cover letter. Through these experiences, I gained the self-confidence to 

seek a global job. 

2. Activities in Washington, D.C.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The U.S. EPA, to which I presented, is the government organization 

charged with the regulation and policy of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It’s headquartered in the Ronald Reagan building, with another one of our 

destinations, the Woodrow Wilson Center. The main role of the EPA is 

to make practical law for the government’s vision and initiatives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working with research institutes and companies. It is 

similar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The EPA staff asked me to explain explaining how going green efforts 

were implemented in South Korea. As far as I guessed, they might want not 

a narrow and specific analysis, but the overall concept as it was something 

new for them. Thus, I created my storyline using the concept of the green 

triangle and went further to the green diamond. The Korean government 

works toward these balanced efforts and people also make active effort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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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orming political parties, participating in movements, and educating. Due 

to these balanced efforts, I concluded, Korea has emerged as a green leader 

in the world. The audience’s reaction to my presentation was unexpectedly 

amazing. Ms. Mi S. Cox, the person in charge of accepting me, said she 

learned a lot of things from my presentation, and other workers in the room 

expressed that they were impressed Korea was doing many things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continue its economic growth. In the Q&A session, when 

difficult questions came in, my friends and professor added their opinions and 

knowledge. The conference room turned naturally out into a discussion area, 

and I finished my presentation successfully. 

My presentation 2.

My presenta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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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Visit

In addition to the U.S. EPA, we visited 10 other organizations. During 

these visits, I sometimes felt disappointed, but other times I unexpectedly felt 

strong motivation. The most memorable organizations were Prudential and the 

Woodrow Wilson Center. Visiting Prudential was an impressive experience, and 

I was able to fill in creative ideas during the discussion time. The Woodrow 

Wilson Center and the concept of a think tank were unfamiliar to me before 

the visit; however, due to the detailed explanation of the researcher working 

there, I was able to understand what they were and why. The researcher 

described the Woodrow Wilson Center as a university without students. 

According to him, the Woodrow Wilson Center is different from Brookings 

and Heritage, the political think tank, because it has a non-party character. The 

With Professor Kim and Mi S. Cox.

At the Ronald Reagan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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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s do pure academic studies. On top of that, listening to the stories of 

personal career roads from experts at many global organizations was a great 

help. 

Local Education and a Special Session

The education in the U.S. was a great help for me, as was the pre-education 

in Korea. 

At we first arrived, practicing started right after check-in. The professor’s 

final feedback was helpful for serious rehearsal, and the correction session with 

the native speaker teacher corrected my wrong habits in using English. Through 

these, I could see myself objectively and prepare myself for the next step. 

The networking workshop at the Washington Center was the most 

memorable one for me. We learned and practiced how to manage our contacts, 

keep in touch, and represent ourselves on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With a native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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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y after the workshop, the Washington Center held a networking party 

with Korean-American leaders. I felt grateful to experience this precious 

opportunity to learn as a GTP participant. 

3. Prologue of the GTP–Washington, D.C.

The 2012 Global Talent Program in Washington, D.C. taught me a lot not 

only about overseas experience, but also about life education. 

 I discovered my own latent ability through the program. Giving an English 

presentation for the U.S. government was an extreme advance for me. 

Furthermore, I could met wonderful friends and people who share my vision 

of improving the world using a strategic mind. Everyone in the program 

worked hard due to the demanding schedule and intensive requirements, 

but we did well and positively. I changed my plans for the future to be more 

At the networking re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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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and concrete through my GTP experience. If you want to develop 

further, I strongly recommend the GTP program. It will make you a better 

person in both the short and long term. 

With GTP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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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ing for the GTP–Washington, D.C.

I have known about the GTP since 2011 through my friends who 

participated in it. I checked the Career Center homepage regularly and applied 

to the 2012 program when the schedule was announced. The main reason I 

applied was that I could not decide on my career path. I had dreamed about 

working overseas or in a department related to overseas works in Korea. 

However, I could not decide whether I wanted to work f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eign private company, or Korean private company. I was 

interested in various areas and could not find the most suitable job for me. 

Moreover, I did not know how to find the jobs that I thought of. Some of 

my friends had joined companies recently, but I could receive only limited 

career advice from them. In addition, I did not know anyone working f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foreign company, so I had no opportunities 

to find information about their recruiting processes. Therefore, I applied to 

Opportunity to Acquire Values that 
I Did Not Expect
Lee, Jiyoung 
(English Language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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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gram to receive helps finding information on various future career 

paths and to learn how to prepare for jobs overseas through a well-organized 

program.

When I applied to the GTP, I was studying in Australia as an exchange 

student, so I did not know if I would be able to do the interview or not. 

However, I really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so I did my best to 

represent myself well in the application. I thought I should be competitive 

compared to the other candidates, so I emphasized my internship experience 

at an NGO related to women’s rights and the Korean Embassy in Australia. 

I wrote about difficulties I had while working in the internship workplaces 

and what I wanted to learn in the GTP program based on the difficulties I 

had experienced previously. As participants should research organizations 

and presentation topics, and give presentations during the program, I stressed 

my research experience in past internships and presentation analysis club 

activities. To prepare for the interview, which is the second step of the 

application process, I practiced explaining why I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and why I should be selected as a participant. I was advised 

by my friend to prepare questions about the specific organization I wanted 

to give my presentation to and the reason. I prepared the possible answer 

right before the interview and received the question. If I had not prepared, I 

would not have been able to answer the question because there are so many 

attractive organizations in Washington, D.C. As the interviews are given in 

English, English speaking skill is important. However, in my point of view, to 

actively explain the reason why you desire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and 

clearly state how you can contribute to the program are even mo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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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leaving for Washington, D.C., we were coached in our presentation 

skills and given suggestions for our presentation contents. After we arrived 

in Washington, D.C., the professor commented and gave feedback about the 

presentations. Based on this feedback, I modified the presentation contents and 

practiced giving the presentation repeatedly. Compared to what I presented at 

the organization, what I submitted for the first time was terrible. Concerning 

my presentation skills, I practiced presenting loudly and at an appropriate 

speed. Even though it is a basic rule to maintain consistency and to deliver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the presentation, considering that it was a 10 to 

15 minute presentation, these elements were emphasized. As my presentation 

topic was something that I had not thought of before and was too difficult 

for me to prepare in a short period, I used abstract concepts and obscure 

approaches. The professor mainly commented on these points. 

There was a week to prepare the presentation after organization to give 

presentation was announced. Before leaving for Washington, D.C., I have 

practiced being given advice on my presentation skills and presentation 

contents. As Professor Kim had suggested revisions to the contents and 

given feedback after arriving in Washington, D.C. as well, I had repeatedly 

revised and practiced until the day I gave the presentation. Compared to the 

presentation that I finalized, what I submitted for the first time was highly 

unprepared. I had been told that it was okay, but my attitude and presentation 

organization were too dull. I believe this was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organization and presentation topic that I was offer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organization that one is allocated, the background 

of selecting the topic, and what the organization requires by provid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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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ain presentation topic. Some participants received good comments by 

referring to their own experiences as related to the topic of their presentation. 

One should keep in mind that organizations need refreshing ideas as well as 

good ideas. I tried to speak loudly with an appropriate speed while practicing 

my presentation skills. Even though it is basic knowledge to be consistent and 

deliver the most important contents in the presentation, in a 10 to 15 minute 

presentation, delivery is the most important. Regarding the presentation 

contents, I was criticized for using abstract concepts, which made my 

presentation unclear. Therefore, it is best to give a presentation with specific 

examples and a precise analysis rather than trying to suggest perfect research 

results or solutions. While writing my resume and cover letter, I learned 

the importance of writing concisely. One should consider that the reader 

will receive numerous other resumes and cover letters as well. Therefore, 

adjusting fonts, text size, and striation spacing is important. Moreover, it is not 

necessary to include irrelevant experience. 

2. Activities in Washington, D.C.

Radio Free Asia (RFA) is a private, nonprofit corporation that operates a 

radio station and internet news service for Asian listeners who lack regular 

access to full and balanced reporting in their domestic media. RFA was 

founded by an act of the U.S. Congress and is operated by the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BBG). It broadcasts in nine Asian languages for 

audiences in a least six countries. The Korean service launched in March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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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liver news to North Korean listeners. 

I was asked to suggest how Radio Free 

Asia can efficiently appeal to North Korean 

listeners. I had asked to give a presentation to 

this organization because I was curious about 

journalism and was interested in human right 

issues in North Korea. However, I did not have any specific knowledge or 

experience related to the topic, so it was difficult to prepare the presentation. 

I listened to the radio that RFA broadcasted through its homepage and did 

research by reading articles and interviewing people. In the final presentation, 

I provided my analysis of RFA’s current approaches towards North Korean 

listeners in the introduction. In addition, other approaches that might be 

helpful to reach more North Korean listeners and a few points to be improved 

in the radio feature programs were suggested. However, I thought RFA now 

successfully satisfies its listeners based upon my research, though I suggested 

other methods that it can try in the future. 

My presentation to Radio Free Asia.

Radio Free Asia 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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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 arrived at the organization, the RFA staff introduced themselves and 

showed us a short video about the organization. I did not expect much, as the 

organization is not that famous in Korea, but everything was so well prepared 

that I was greatly impressed. I was nervous after recognizing that there were 

many important people attending, including the vice president, deputy director 

of programming, director of Korean service, and many other journalists, but 

at the same time, I was excited to have their attention. After the presentation, 

there was a Q&A session. Some of comments I had anticipated, but others 

were quite unexpected. I was too nervous to remember how I responded to the 

comments, but I tried my best to be relaxed while answering based on research 

and my own opinions. I wish I had prepared more for the possible questions, 

but even so, my time at the RFA with many experts in the field was a valuable 

experience. After the Q&A session, I had a simple interview with the vice 

Office Tour of Radio Free Asia 2.

Office Tour of Radio Free Asi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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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regarding an internship, and the GTP group toured the broadcasting 

station. We watched a Vietnamese service video being recorded and observed 

the process of the Korean service radio being recorded as well. I found the 

visit interesting, as it was my first time in an actual broadcasting station. 

As there were many different organizations selected, including government 

agencies, private companies, research institutions, and even museums, it was 

a great experience for me, a student with diverse interests. At The Woodrow 

Wilson Center, as the given presentation topic was related to North Korea, 

I learned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the one I had held while preparing 

my presentation. At the presentation at the Smithsonian Institution, it was 

interesting to understand the role of the museum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diplomacy. We also visited the Korean exhibition hall in the museum. It was 

Discussion at the World Bank.

Briefing in the I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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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big but was well organized, and a person from the Smithsonian who 

is in charge of the Korean exhibition hall showed us around the museum. 

The World Bank and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were my 

favorite organizations to visit. As a student, it is almost impossible to find 

information about the recruiting process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cept what is explained in books or articles. However, the information there 

is often vague and seems unconvincing. At the World Bank, a human resources 

representative explained the hiring process in detail, and an IDB staff member 

told us how he came to work there. I consider myself lucky to have met them 

through the GTP. 

The day we arrived in Washington, D.C., we attended a coaching session 

that was mainly about correcting our English pronunciation. In this session, 

I learned that I had been habitually pronouncing certain words incorrectly, 

which will be a great help when I practice to improve my pronunciation later. 

In the interview session, I learned how to 

behave in an interview and memorized 

some good expressions to use. When we 

practiced networking skills, they seemed 

simple at first. However, when I had to 

practice by myself pretending I was at the 

actual networking reception, it was difficult 

to speak the right away. Jung Lim taught 

us how to network with others and told us 

useful expressions and relevant websites 

for more information. She also shared her 

At the Lincoln Mem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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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 experience. This training was highly beneficial for me, as the networking 

was the most important idea I took from my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We toured the campus of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The campus is 

composed of buildings located in the city,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amp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The buildings and surrounding sculptures 

are beautiful, and the campus’s proximity to Capitol Hill, government 

agencies, and museums makes it special. There is a bookstore similar to the 

one at our university. The student who served as our tour guide told us that if 

the students return their text books to the bookstore after using them, they can 

receive some of their money back. 

We met Charles Rangel, who is a U.S. Representative for New York’s 

13th Congressional District and also a veteran of the Korean War. He told 

his personal stories of the war, and it was moving. He had not known where 

Korea was located or what he would do after the war. He also told us after 

watching many people die in the war and losing his own friends, there was no 

worse problem he had to overcome. 

Networking Re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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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tworking skills we learned were very useful at the networking 

reception. As “networking” is not common in Korea, I felt uncomfortable 

meeting so many people while walking around, and it was difficult to talk with 

people whom I was meeting for the first time. However, I realized that I could 

learn many things by talking with the people, and the networks I built will be 

useful for my career. There were people from embassies, Korean-Americans, 

and a few SNU alumni. I met some people who are working in the area that I 

am interested in, and I was able to ask them questions. Some of them told me 

that they could help me if I am really interested in the field, and they gave me 

their business cards. I wish I had brought my own business card. Not many 

students have them, but I believe they would have been useful to help others 

remember me and to represent myself formally at the networking session.

At the SNU Alumni Night, we met many alumni working in various areas. 

It was more difficult to settle overseas a long time ago. The alumni told us 

their stories, including the struggles they faced when they arrived in the U.S., 

and gave advice that will be helpful if I go to the U.S. again or live overseas. 

There were some alumni who worked 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 had 

not visited, and we learned about their career paths and advice as well. 

3. After Participation in the GTP–Washington, D.C. 

Personally, I was pleased to know the possibilities of working at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eviously, it had seemed impossible to obtain a 

position at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However, after hearing from alum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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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re currently working there and visiting the organizations, I realized it is 

not impossible, although it is very difficult. By visiting the organizations and 

talking with other participants, I learned it is important to know why I want 

to work in a certain work place as well as what I want to do in the future. I 

realized that it is pointless to work at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f I only 

want to work there so that I can be overseas and have my own specialty. 

Furthermore, I had previously thought that because I am not a native English 

speaker, there would limited opportunities for me to work overseas. However, 

I found out that having a specialty in my field is more important than language 

capability. As part of the GTP, I experienced essential parts of working 

overseas, including networking. This was only possible through the GTP 

because as part of the program, I met Professor Taekyoon Kim, Hee-Young 

Park from 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people from the Washington 

Center, and other participants from SNU. What I experienced with them and 

learned from them will be a great asset for me when I plan my future career.

In the beginning, I was not sure that I would be close to the other 

participants. As each one had a different presentation topic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 there was no opportunity for teamwork. However, after arriving 

in Washington, D.C., we prepared the presentations together all night and thus 

noticed each other’s development as the time went on. Before the presentation, 

we shared comments about the presentation delivery and contents. The 

participants were from different colleges and were majoring in different areas, 

which allowed us to view the topics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I learned 

a lot from the other participants. As all the people participated in the program 

with enthusiasm, I felt motivated to try my best to give a good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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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earn about ways to reach several career paths, and now I think I should 

find out what I really want to do. As I now know of possibilities in various 

interesting areas, I will carefully think about my strengths and weaknesses 

to determine what is the most suitable job for me. Before, I was pessimistic 

about being able to work f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but through this 

program, I planned my future career path at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gain. However, as mentioned, I need to reflect further on why I want to 

work in there. There are various approaches to consider that will allow me 

to work at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cluding consultant positions and 

participating in temporary projects if I just want to gain experience. For now, 

I am thinking about going to a graduate school. However, I have not decided 

whether to go to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r other professional schools 

that I am interested in. 

To be selected for a global internship,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be 

confident. Confidence comes from trusting one’s ability and oneself. At the 

SNU Alumni Night, one of the alumni mentioned that Korean students are not 

good at presenting themselves, and no one would recognize their efforts in 

America unless they let others know. In that sense, I believe that it is important 

to organize one’s experience and ability to be presented efficiently to other 

people. Furthermore, I would like to stress the significance of networking. In 

Korea, networking can be negatively recognized as a way of using personal 

connections. However, networking is unlike regionalism or using school 

connections, as anyone can build a network. Therefore, networking is more 

like an opportunity to present oneself to others. As a student, I do not have 

many networking opportunities. However, indirect networking method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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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using blogs or e-mails are important as well. It is better to consistently 

show one’s interests through online means rather than forgetting to follow up 

after meeting someone in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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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ing for the GTP–Washington, D.C.

Why I Applied

I often used to browse through the SNU Career Development Center 

website for useful information, as it provides announcement about internships 

and part-time job opportunities. One day, as I was exploring the website, 

I noticed an opening for the Global Talent Program (GTP). In fact, I had 

already been told to participate in this fabulous program; in other words, I 

already knew the GTP is a well-organized program that would be a great 

opportunity for my career. Every year, the GTP selects a specific theme and a 

city according to the theme project. This time, the theme was “International 

Politics and Diplomacy,” which is my area of interest. Moreover, the chosen 

site was Washington, D.C., where the most acknowledg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located. I immediately began to work on my resume. As I am 

interested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lanning 

Discover My Life Goal
Lee, Ji Hyu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College of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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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work at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future, and I hoped to find an 

internship at the center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Washington, D.C., to 

develop my career as a future global leader. I looked forward to gaining new 

insights in the field through real-life work experience. 

Application Process

The application process was divided into two steps: application and 

interview. In the application form, we were instructed to write down our 

GPA, English proficiency test results, and other details. Also, we introduced 

ourselves briefly and described our future dreams, expectations for the 

program, and possible contributions. The most important question was 

“why I should be selected” for the program. After the document screening, 

an interview process followed. The leader of the GTP, Professor Kim, took 

charge of the English interview. He asked what we expected from the GTP and 

evaluated our various abilities. I had the impression that the English interview 

was designed to evaluate our ability to express our thoughts in English. Those 

who wish to make a great impression in their interview should focus on their 

visions and ways to express them enthusiastically. 

Orientation Process 

The most significant change in this year’s GTP compared to past years was 

the large effort put into the orientation process. The orientation sessions were 

scheduled 2~3 times a week for over two weeks. However, as December is the 

busiest month due to many exams, quizzes, and assignments, we struggled to 

keep up with the GTP schedule. It required a great deal of time and effor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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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 all the tasks. 

We were each assigned to an organization of our choice and had a 

presentation to prepare. The presentation was closely reviewed by Minah 

Bong from the SNU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which was very helpful. In 

my case, I had trouble from the beginning in narrowing down my presentation 

topic from the given “the current issue of North Korea.” After many sessions, 

I managed to settle on a satisfactory topic and started preparing. I learned that 

a simple, direct approach is essential for giving a successful presentation, and 

logical flow and concrete composition are also key. The message should be 

conveyed directly, with easy and interesting supporting materials. 

We also learned how to write a strong resume and cover letter. The visual 

design is as important as the contents. As the directors of human resources 

receive thousands of applications, it is important to catch their attention by 

highlighting important and unique points about our abilities. How to structure 

these key points and how to highlight our strong capabilities were the main 

lessons of the resume writing session. I believe this session will benefit us 

highly in future job applications. 

2. Activities in Washington, D.C.

  About the Organization: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located in 

Washington, D.C., is a United States Presidential Memorial tha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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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as part of the Smithsonian Institution by an act of Congress in 

1968 and named in honor of President Woodrow Wilson. Its mission is “to 

commemorate the ideals and concerns of Woodrow Wilson by providing a link 

between the world of ideas and the world of policy; and fostering research, 

study, discussion, and collaboration among a full spectrum of individuals 

concerned with policy and scholarship in national and world affairs.” At this 

organization, we visited the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NKIDP), which serves as an informational clearing house on North Korea for 

both the scholarly and policy making communities by widely disseminating 

newly declassified documents on the DPRK from its former communist allies 

as well as other resources that provide valuable insight into the actions and 

nature of the North Korean state. 

Presentation Topic and Contents

My presentation was on “How the Two Koreas View Each Other.” The 

Woodrow Wilson Center is, as mentioned above, a think tank where scholars 

with the highest minds gather. As a result, instead of dealing with technical 

facts on the issue, as a Korean student who has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20 years, I decided to provide a useful insight on Inter-Korean issues 

from an inner Korean perspective. I tried to narrow down the theme to 

individual sentiments on the other Korea, specifying according to my personal 

experiences. After the Chunan-Ham case and Yeonpyeong Island tragedy 

in 2010, I noticed a sudden change in South Koreans’ attitude toward North 

Korea: a threat or war prevailing in the Korean Peninsula. I was assisted by 

the studies from the Institute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IPUS).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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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IDP has its research based entirely on “documentations,” I expected to 

draw a useful insight on “how individuals feel the Inter-Korean issue in their 

lives.” I interviewed a few North Korean defectors, attended many seminars at 

SNU IPUS, and looked for various materials for research. 

Visiting Organizations

Over a 7-day period,, we visited more than 10 organizations. Of these 

organizations, I would like to introduce three that made strong impressions on 

me: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Prudential Company, 

and Radio Free Asia (RFA).

We visited the EPA the very first day. The trip was very encouraging and 

NKIDP briefing.

At the Woodrow Wils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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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iting. The main directors of the EPA were all ears to the presentation. 

Afterward, they asked many questions on Korea’s “Going Green” projects: 

how Korea is working to protect the environment, how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are collaborating on Green Projects, and finally, how Koreans 

actively take part in Protection Activities. It was very interesting that the 

major executives listened closely and paid attention to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I was very inspired by discussion of environmental issues and 

developed a sense of mission to work on our environmental issues. 

The most active session was held at Prudential Company. Prudential 

suggested a clear, distinct topic on lobbying in Korea. As a result, the 

presentation was focused on how Korea’s lobbying is currently proceeding. 

The comparison between lobbying in the U.S. versus Korea drew a clear 

Group photo in the Prudential Financial.

My presentation at the Woodrow Wilson Intenational Center for Scho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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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of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lobbying in the two countries. The 

Prudential representative was eager to ask us about Prudential’s image 

in Korea, how Prudential should target the Korean market, and its future 

possibilities in Korea. We answered accordingly with our visions and 

viewpoints, and the possible contributions to Korea. I was greatly impressed 

once again by the enthusiastic attitude of the Prudential staff and their open-

mindedness to our suggestions. They took our opinions seriously and provided 

feedback; after three hours, the GTP students and Prudential staff had achieved 

what we expected from each other. 

In my opinion, the most impressive organization was Radio Free Asia 

(RFA). Frankly speaking, I had little information on this broadcast station; 

however, as I listened to their achievements and visions, I felt highly inspired. 

The organization is targeted at addressing Inter-Korean issues, which are 

my particular interests. Their main target audience is North Koreans; their 

Group photo in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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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cast is carried on other frequencies and delivered to North Korea. The 

news covers a wide range of topics, which benefits North Koreans by providing 

new information on the outer world. Ultimately, the RFA has the very active 

aim of addressing human rights, poverty, and other major oppressions in North 

Korea. These particular issues are the ones I am interested in, and consequently, 

I felt highly excited and inspired during the visit. 

The topic assigned by the RFA was “how to appeal to North Korean 

listeners.” The presenter offered diverse suggestions, and the RFA executives 

responded with valuable feedback. The RFA showed the most interest in our 

work; over 15 people attended the presentation. We were honored by the great 

hospitality. In short, I was greatly inspired by the organization’s vision and 

progress, and I hope to collaborate with the RFA in the future. In Photo 6, I am 

talking to Jennifer, an executive of the RFA, about how South Korea’s younger 

generation thinks of North Korea and how the Korean Peninsula can achieve 

peace in the near future. 

At Radio Free Asia, talking with Jenni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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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Lecture

The most interesting session was Jimmy Rhee’s talk on “Leadership.” To 

answer the question “What is leadership?” he said it is the power to willingly 

bring out enthusiasm from others. He added that even though leadership is 

difficult to define clearly, “You will know (if it is) leadership when you see it.” 

As he described, I could clearly see that it was leadership I saw from Jimmy 

Rhee. Rhee made me rethink of myself, what I should be doing, what I should 

work on for the future, what I should concentrate on, and finally, what values I 

should believe in. This was all from my own willingness, not his instructions. 

I was greatly impressed by his personal traits and his great mind, and I wanted 

to become a great leader like him. After I came back to Korea, I sent an 

e-mail to Jimmy Rhee and thanked him for the wonderful session. He kindly 

replied to me and asked me to remind him of me; I sent a photo we had taken 

together. We had a pleasant dialogue to stay in touch with each other. It was a 

great inspiration overall. 

SNU Alumni Night

We had two nights of the SNU-Washington, D.C Alumni party. Great 

figures of our alumni were there to support us with advice. For example, 

the Korean consul in Washington, D.C. suggested many ways to achieve a 

successful career in diplomacy. Moreover, a great many alumni in different 

fields advised us about how to have a successful career. Most of us received 

their e-mail addresses to keep in touch whenever we needed their help. We 

were very touched by their hospitality and appreciated what they had prepared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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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fter Participation in the GTP–Washington, D.C. 

Back in Korea

Although the GTP lasted only one week, it brought significant change as a 

turning point in my life. At first, my visions and goals were vague. However, 

after visiting the organizations in Washington, D.C., I can envision my future 

more clearly and am aware of my underlying enthusiasm. I was initially 

interested in the “Inter-Korean Issue, Peace, and Human Rights,” yet I was 

not sure how to visualize my ideal values. Now, having visited the Woodrow 

Wilson Center, Radio Free Asia, and the World Bank, I am confident that 

there are a number of ways: to academically discover previously unknown 

facts on international politics and contribute to policy mak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to directly reach North Koreans with diverse information and to 

induce a new change myself, or to fight poverty and advocate for human 

rights in developing countries. There are thousands of opportunities waiting 

for me to grasp them. In conclusion, the GTP offered me a wonderful chance 

to look into myself, find out what my visions and goals are, and achieve an 

essential outline for my future dreams as a global leader. I sincerely thank 

everyone who contributed to the GTP-Washington, D.C. for opening up new 

possibilities in my life. 

Strategy to Find Global Internships

To those who would like to prepare for the upcoming GTP, I would like to 

suggest the grand quote, “Know Yourself.” Look into yourself, and determine 

what to look for throughout the week during the program. Where to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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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o present, and how to learn are some of the questions that you might 

want to prepare in advance. With these strong initiatives, I strongly believe 

you will benefit from the program while making valuable contributions, and 

vice versa. In addition,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need for fluency in 

various languages. English should be the priority, and other languages would 

ultimately be very helpful as well. Moreover, an interest in multiple fields 

would broaden your opportunities and give you a strong background. I believe 

anyone who possesses these qualities and an enthusiastic attitude can have a 

great experience in the GTP and ultimately find a global internship.

In front of the Capitol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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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ing for the GTP–Washington, D.C.

Why I Applied

From Fall, 2011 to Spring, 2012 I stayed in North Carolina, U.S. as an 

exchange student. During this time, the U.S., the enormous country, always 

made my heart beat. The large market and interesting political and diplomatic 

issues all over the country make me feel that this country is different from 

South Korea. Therefore, I have sought to study issues in the U.S. or between 

Korea and the U.S. after returning to the Korea. Also, I considered going to 

the U.S. again and working there someday. The chance to visit the U.S. again 

came earlier than I expected. I read the notice about the GTP by chance on 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website. Even though the program was held in 

the middle of the semester, I bravely applied to it because I had heard about it 

from a friend who had participated in it, and I also thought that it might be my 

last chance to take part in the program.

See the World in Washington, D.C.
Jeong, Daeun
(Aesthetic, College of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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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Process 

The recruiting process consisted of two steps: an application screening and 

an interview. The application asked for a brief resume and why I was applying 

for the GTP, what qualities made me the best candidate for the program, what 

I could contribute, and my career goals. 

I wrote that I was applying to the GTP because it spoke to me as an 

opportunity to explore career options. Moreover, the U.S. has the most 

competitive business in the world, which makes it the perfect place to learn 

about world trends. As the Korean market economy grows and expands 

globally, I believed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for me to reach out on a global 

scale, regardless of my choice of career. Also, I thought my experience as an 

exchange student in North Carolina a few months ago would help me adjust to 

the program significantly easier than others. My other strengths are that I get 

along easily with others and am able to learn and absorb new information and 

skills quickly.

After the application screening, there was an interview with a professor. 

Many students were interviewed, but only 10 undergraduate students and 2 

graduate students were selected. I prepared my responses to some questions 

that I anticipated would be asked, but in the actual interview, I didn’t use these 

answers. The interview was a one-to-one interview with Professor Taekyoon 

Kim. He first told me that we had only about 5 minutes to talk because there 

were too many interviewees, and then asked brief questions about why I had 

applied to the GTP, what presentation I wanted to give if I was selected, and 

some information that was in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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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ation Process

After the list of candidates who had passed the interview was announced, 

there was an intensive preparation course for a month, prior to arriving in the 

U.S. The courses included presentation skills, resume editing, and learning 

about American culture, which were all necessary for the recruiting process. 

Compared to the last GTP, this one was harder to prepare for because most 

participants had to make their presentations individually. However, I was one 

of two people designated to present to The World Bank. Thus, my partner 

Yoon-Jung Choi and I were given a chance to make a presentation together. 

The presentation skills course was taught by Minah Bong, from the SNU 

language center. In the first class, we received feedback on our draft of the 

presentation, and we received more comments later as well. The topic assigned 

to us by the World Bank consisted of three questions: “Is there a strong interest 

among young people in development issues?” “Are young Koreans attracted 

by development work?” and “Where do we find young Korean talents?” In 

the first presentation skills course, our presentation was criticized as focusing 

too much on information without showing any of the strengths of analysis we 

could offer as university students. We had to start over, and it took a lot of 

time and effort to think about what we would present. We researched, studied, 

and thought a lot. We started over, asking ourselves the questions, “What does 

the World Bank want to learn from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How 

can we give a good impression of young Koreans to the World Bank Manager 

of Human Resources?”

Although the GTP application process overlapped with the final exam 

period, we were able to improve not only the quality of our presentation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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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the ability to deliver it in English.

2. Activities in Washington, D.C. 

About the Organization

Known for its President Yong Kim, the World Bank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It is not a bank in the 

ordinary sense but a unique partnership to reduce poverty and support 

development. It comprises two institutions managed by 188 member 

countries: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and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Established in 1944, 

the World Bank is headquartered in Washington, D.C. It has more than 9,000 

employees in more than 100 offices worldwide.

Most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issues would want to 

work for the World Bank. As our scheduled presentation drew closer, we felt 

nervous not only because the World Bank is a large organization, but also 

because the opportunity to present there is such a rare opportunity for an 

undergraduate student. Further, we expected many Korean staff members to 

come because Professor Taekyoon Kim had once worked there, and they knew 

he would visit there. Therefore, my partner and I prepared really hard, staying 

up late to improve and practice our presentation.

Finally, the day came. We arrived at the World Bank after a prior GTP 

presentation at the Woodrow Wilson Center and Smithsonian Institution. 

The building was awesome, and it was much bigger compared to other 

http://go.worldbank.org/SDUHVGE5S0
http://www.worldbank.org/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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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we had visited. The manager of the human resource department 

welcomed us. In addition, a few more alumni and other Koreans came to see 

our presentation.

Our presentation consisted of three parts. First, we gave an overview of 

development issues in Korea. Second, we described what young Koreans are 

doing, and finally, we offered suggestions about how the World Bank can 

help solve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se young talents. Korea wa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after the Korean War. Its GDP was almost same 

as those of Kenya and Uganda. However, Korea was able to overcome many 

difficulties to generate huge economic growth. Now it is recognized as a “post-

war success story.” Since there is no country like Korea that has developed 

rapidly over such a short period of time,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demand 

for Korea’s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around the world. Also, now 

Korean people have been starting to think that it is time to pay back the help 

we received from the world during the economically hard time. Especially for 

young people, it is getting easy to find information about development issues 

because Korea has a 100% internet distribution rate. We thought that the 

elevated status of Korean people as the leader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Jim Yong Kim, th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or Ban Ki-moon,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has als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inspiring Korean young talents. 

After describing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n, we investigated some 

activities that young people are doing and introduced them. The first example 

was young people who do development work as volunteers. We focused 

that it is popular for university students to participate in various kind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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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eering programs through 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KOICA, 

or through big companies in Korea. In fact, many Korean companies support 

university students volunteering overseas as a form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The second example was young people work as idea resources. As of 

several years ago, there has been a trend called “talent donation,” which refers 

to using one’s talents, passion, and brilliant ideas. According to this trend, 

young people have begun to find out their own ways to work on development 

issues. A young designers group that we highlighted is especially interested 

in health issues. Specifically, they want to help people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who are suffering from mouth diseases but do not even know how 

to brush their teeth. They use proper technology, which is using the recipient 

countries’ own situation and environment, to help. They designed natural 

toothbrushes instead of plastic ones, and named them “care sticks.” According 

to the ideas of Professor Kim, this kind of activity relates to the concept of 

“ownership” that followed the Paris Declaration in 2005, which is helping 

developing countries set their own strategies with their local system.

The last example we introduced was an organization that works on 

development issues as an information channel. The main idea is that “People 

act as much as they get to know.” This group considers that mass media in 

South Korea does not provide sufficient coverage of global poverty issues, so 

it uses the power of social media as an alternative approach. Since almost all 

South Korean young people are smartphone users, the organization created 

poverty Wikipedia, blog, Facebook, and Twitter account to post news and 

information about poverty issues. Since the World Bank does simila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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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dience had highly interested in this issue.

However, because of poor working conditions and few opportunities to 

study development work, many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development 

work hesitate to become experts in the field. Also, even though the World 

Bank effectively uses social media to raise social awareness, it seems that 

their activities do not affect young Korean people. Therefore, we suggest that 

the World Bank use a special strategy to approach more young Koreans so 

that they can come to know more about the World Bank and will be willing 

to continue working in development after graduation. Also, young Koreans 

should be offered more internship opportunities, and the World Bank should 

consider creating joint programs with universities to encourage young 

Koreans’ interest in development work.

My Presentation in the World Bank.

Briefing in the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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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ship Recruitment Process

The recruiting manager explained the internship and recruiting process 

to us. The World Bank does not have internship program for undergraduate 

students. Applicants have to have more than a graduate degree, and the World 

Bank give internships for 2 years. This is because most of the work that The 

World Bank does requires expertise. However, he explained that undergraduate 

students can seek internships as direct employees of the projects, though not 

through the official process. Therefore, if we are interested in a certain project 

and are qualified to work on it, we can be recruited directly through the team 

manger even as undergraduate students.

Meeting Koreans in Washington, D.C.

We participated in two events in Washington, D.C. One was Korean Night, 

With the Recruting Manager of the World Bank.

In the lobby of I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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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ed by the Washington Center held, and the other was SNU Alumni Night. 

At the former event, we met many Koreans working in Washington, D.C., 

including the Korean consulate general. It was a bit awkward because most of 

us had never experienced a reception-style meeting before. However, I think 

the events were a good chance to meet people who are working in various 

fields in Washington, D.C. The alumni association event was held in a Korean 

restaurant. There were many people, including higher ranking seniors that I 

had previously not met in person as well as alumni from the early 1930s. What 

surprised me was that all of the attendees were such great people who were 

very successful in their work. They gave sincere replies to our questions and 

tried to give us great advice even though we are only young students without 

much real-world experience.

SNU Alumni Night 1.

SNU Alumni Nigh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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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fter Participation in the GTP–Washington, D.C.

Strategy for Finding Global Internships

Although we say this is a global world and we have to work globally, 

there is not enough information about how we can find internships, namely, 

where we start. Good chances come to those who seek them. There is a way 

to apply for internships in Korea; however, it might be better to find someone 

who is an expert in the field that I am interested in and seek advice from 

him or her based on my interests. In addition to developing my capabilities, 

communicating and interacting with others will be important. I heard 

about the importance of “networking” many times during the GTP. I think 

networking is important because it is natural to consider colleagues’ help and 

recommendations in American culture. If we develop ourselves in the field 

that we are interested in, and try to learn and interact with others, it will not be 

difficult to find a great career opportunities in the U.S.

What I learned from the GTP

What I achieved from the GTP is possibility. I do not speak perfect English, 

nor am I an exper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However, the 

time I spent researching and preparing for the GTP presentation, and my 

successfully presentation delivery, gave me the confidence I need to embark 

on my desired career. I would not have been able to gain this confidence 

without participating in the GTP. In addition, I learned a lot from the other 

student presentations. Since every GTP participant was competitive, I learned 

a lot from them, and I think we worked well as a team to help each other.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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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the schedule was very busy (We visited more than 11 organizations and 

participated in other events), the program was a once-in-a-lifetime experience.

In front of Lincoln Mem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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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ing for the GTP–Washington, D.C.

Why I Applied

I was a freshman when I first learned about the Global Talent Program (GTP). 

When I realized how quickly my first year at university had passed by, I 

suddenly felt that I should do something productive. So, while I was searching 

for information on the university internet bulletin board, I learned about the 

Career Frontier Program. It was a workshop set up for students interested in 

working abroad. Since living and working abroad has been one of my greatest 

interests from childhood, I decided to participate in the workshop. I could 

listen to lectures about global leadership, writing English resumes, and English 

interviewing skills, which are requirements for becoming a global intern. On 

the last day of the workshop, I learned that there is a program called the GTP, 

which trains selected students and sends them abroad every year to numerous 

famous institutions and companies in order to help them become better 

Challenge and Opportunity
Jeong, Yoonhee
(Family and Child Studies, College of Human Ecology)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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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ed global internships. After learning many things about working abroad, 

I felt that it was something I should try and that I should apply for the GTP as 

soon as I became a junior. However, as time went by, I started to realize that 

I might prefer working at a public institution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working for a private company. This made me doubt whether participating in 

the GTP was right for me, since I knew that the program mostly aims to send 

students to private companies. 

Then, in the second semester of my junior year, I saw the notice about the 

2012 GTP and found out that the theme was “Diplomacy and Politics.” This is 

the exact field I am interested in and have been aiming to work in. Since every 

year the theme changes, I thought that this could be the last chance for me to 

visit various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diplomacy and politics, so I applied to 

the program without hesitation. 

Application Process

First, I had to pass an application screening and then participate in an 

English interview. I had to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in English. The 

application form was divided into two parts. In the first part, I had to write 

down information about my education, extracurricular activities, licenses, 

and language skills. In the second part, I was asked to write an essay about 

my reasons for applying, qualifications, and how the program would help 

me further my future career. I tried to show that I had high interest in the 

program by emphasizing that I had wanted to participate in it ever since I was 

a freshman. I also wrote that since I am doing a double major in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I am qualified for the theme of the 2012 GTP. Lastly, I s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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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since I had no prior internship experience, learning and practicing how 

to become a good intern through the GTP would help me develop my future 

career. I did not have any information about the English interview, so I just 

aimed at being able to talk fluently in English about my goal of working f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interviewers were the professor in charge 

of this program and the project manager. The interview was very short, and to 

my relief, most of the questions were based on my application. 

Predeparture Workshops

The selected participants had to attend two workshops about giving English 

presentations, one about writing English resumes and cover letters, and 1 about 

U.S. working etiquette. We also had two personal coaching sessions about 

our presentations, and one for our resumes and cover letters. The presentation 

skills session was very interesting. The comments the instructor gave us about 

our presentations were always very direct, which helped us to improve a lot. 

The English resume writing session was also very informative, since I did not 

know much about writing resumes. I remember that the instructor emphasized 

the “look” and “structure” of the resume. 

Three days after gaining acceptance to the program, I was assigned an 

institution and presentation topic. Two weeks from then, I had to hand in the 

first draft of my presentation files and give a mock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instructor. Next, a week later, I had to hand in my first draft of the resume and 

cover letter. The schedule was very tight. To my surprise, we were scheduled 

to visit institutions from a variety of other fields such as finance, culture, or 

the environment. All applicants had to apply to up to three institutions,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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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tunately, I was not assigned to any of the ones I requested. Apparently, 

I had applied for the three most popular institutions. After talking with 

the program manager, I decided to do my presentation at the Smithsonian 

Institution. This was not of my first choice, but I decided to take it as a good 

chance to learn about a new field I had not been interested in before. From 

among the four presentation topics suggested by the Smithsonian, I selected 

“The role of museums in international diplomacy.” 

It was easy to find information about the Smithsonian because the institute’s 

homepage is very self-explanatory. However, finding information on my 

In front of the Smithsonian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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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opic was difficult, partly due to my ignorance of and indifference 

to museums. I received some help from the professor of a course I was taking 

at the time, which was about international politics and culture. I also used 

some of the materials I had learned previously about international relations.

Writing my resume and cover letter was also difficult for me. I wrote them 

using the goal of finding a job within the Asian Cultural History Program, 

which is under the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However, there 

was not much information about what kind of work they take care of in this 

specific program. Also, since my experiences thus far are far from museum 

work, relating the two was difficult. Looking back, I think it was good 

practice. You never know when you might need to apply for a job you have 

never thought of. 

2. Activities in Washington, D.C.

About the Organization: Smithsonian Institution

The Smithsonian Institution is comprised of 19 museums, 9 research 

facilities, and a zoo, which makes it the world’s biggest museum and research 

complex. There are also other Smithsonian museums located in other parts of 

America, such as in Arizona, Maryland, New York City, Virginia, and Panama. 

There are about 168 Smithsonian affiliates all over America. The Smithsonian 

holds about 137 million items, and 30 million people visit annually without 

charge. As indicated by its huge scale, the Smithsonian Institution is America’s 

nucleus of cultural preservation and academic research. It also offer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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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ety of internship opportunities to students every year. Since the museums 

cover almost all areas of academia, and museum work not only requires 

researching but also public relations work, financing, administration work, 

and so on, students can always find work to do. The work environment of the 

Smithsonian is known to be very open and diverse, full of energy and kind 

people. 

We visited the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NMNH) out of the 9 

Smithsonian museums, which is well known as the place where the movie 

“Night at the Musuem” was shot. NMNH mostly covers the natural world and 

anthropology. It also contains the “Korea Gallery,” which exclusively exhibits 

Korean culture. The Asian Cultural History Program is in charge of the Korea 

Gallery, and this was the department to which I would give my presentation.

Presentation Topic and Contents

The topic I chose was “the role of museums in international diplomacy.” 

Museums seem independent from international diplomacy, but they are in 

fact very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Ever since UNESCO coined the term 

“common heritage of mankind,” museums have become the main actor to 

preserve culture and foster cultural exchanges. For example, since the art 

museums around us are engaging in diplomatic relations with art museums 

abroad, we can see the works of Rene Magritte or items from the Vatican 

Museum in Korea. Thus, museums are indeed becoming actors in the 

diplomatic world. Usually, however, people are well aware of these aspects of 

the museums already. I considered that if I did a presentation on this aspect, 

it would be boring. I wanted to talk about the other side of museu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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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s being influenced by specific interests or getting caught in diplomatic 

disputes, issues that people are not generally aware of. I decided to focus on 

these areas. 

As we arrived at NMNH, I first gave my presentation in the office of 

the Asian Cultural History Program, and we had a Q&A session about 

my presentation and the department we visited. I learned that, unlike my 

perception about museum work, which was that it was mostly paperwork and 

research, museum work actually involves communication skills and traveling. 

As the Asian Cultural History Program covers most of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Central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possessing interest 

Korea Gallery of the Smithsonian Institution.

My presentation in the Smithsonian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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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knowledge about Asian culture is important. Further, since the staff need 

to cooperate with Asian people in order to design specific exhibition projects, 

good language skills are essential. After my presentation, we looked around 

the exhibition halls. Due to time constraints and the immense size of the 

museum, we were not able to see all of it, but it was very interesting to see the 

exhibitions nonetheless. 

Other Institutions We Visited

On the first day of the trip, we visited the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and 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At the SBA, the 

presentation topic was the strategy Korean and U.S. small businesses should 

adopt in the face of the Korea-U.S. FTA. I learned about the concept of 

“small business,” which is only used in America and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Koreans use. The EPA is an organization in charge of U.S. health and 

environment issues. The presentation there was about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s green industry, and we had an active discussion about this topic. 

On the second day, we visited Prudential Financial, the D.C. Mayor’s 

Office, and the U.S. Chamber of Commerce. Prudential Financial is an 

insurance company, but it is well known for its commitment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The topic was about lobbying in Korea. Since Prudential 

plans to expand its offices in Korea, the representatives were very interested 

in this topic. Out of all the discussions we had at the various organizations, 

the discussion with Prudential was the most active and memorable. We visited 

the Department of Asian and Pacific Islanders in the D.C. Mayor’s Office and 

heard a presentation about ways to improve the status of Asian and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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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anders in Washington, D.C. We also heard about how the head of the 

department, who is an immigrant woman from Korea, became a successful 

member of the Washington, D.C. society. At the U.S. Chamber of Commerce, 

the presentation topic was CSR in Latin America.

On the third day, we visited Radio Free Asia (RFA), the U.S. Capitol Hill, 

and Bennett Group Financial. RFA was also one of the most memorable 

organizations we visited. RFA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broadcasts 

to numerous Asian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We listened to a 

presentation about ways to improve RFA’s broadcasting content, had a 

discussion session about it, and took a look at the broadcasting facilities. I 

did not have much previous knowledge about RFA, so it I was impressed 

that it was doing a good job at something South Korea could not do in North 

Korea. The size of the organization was also bigger than I expected. At the 

U.S. Capitol Hill, we first took a tour of the beautiful building and then visited 

the office of Congressman Charles B. Rangle. A successful lawmaker and 

congressman, he had fought in the Korean War, and based on his personal 

experience, he passed an act regarding the welfare of Korean War victims in 

the U.S. We listened to what the Korean War meant for him and the U.S. as 

a whole. Bennett Group Financial was a financial consulting company. The 

presentation there was about the future strategy of China. 

On the fourth day, we visited the Woodrow Wilson Center, Smithsonian 

Institution, and the World Bank. The Woodrow Wilson Center is one of the 

most prestigious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presentation topic there was about the perceptions North 

Koreans and South Koreans have about each other. The department we 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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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in charge of a project to design the school curriculum of North Korea. 

They were aiming to create a database of the North Korean primary sources 

and provide access to it for American students so that they could cultivate a 

balanced perspective on North Korea. This was really interesting for me. At 

the World Bank, we listened to a presentation about Korean youths interested 

in development. It was quite impressive because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manager directly greeted us and gave us high quality information 

about working at the World Bank. I learned that the World Bank does a lot of 

things, even more than I originally knew. 

On the fifth day, we visited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WU),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and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At GWU, we had a campus tour. The 

campus is an “urban campus”; it does not look like an independent university 

campus, like an ordinary university campus we might think of, but rather it 

appears as a part of the city itself. At KOTRA, we listened to a presentation 

about Korea’s relationship with China and Japan and learned what tasks they 

perform at the Washington, D.C. KOTRA office. At USAID, we also learned 

about what kind of work the organization does. When I first heard the name 

of this organization, I thought it was in charge of all the U.S.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it was interesting to learn that the organization specialized 

in development projects in the Spanish-speaking countries. 

Onsite Workshops

In addition to visiting organizations, we also attended numerous workshops 

on leadership, interview skills, and networking and also had personal co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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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s about our personal presentations. It was indeed a very tight schedule. 

The most memorable workshop among these was the networking workshop. 

We also attended a networking party, which was a great challenge for us, 

because we had to talk to Korean-American leaders whom we have never met 

before and maintain relationships with them. Ahead of this event, we learned 

networking skills we could use in practice. I learned that networking in U.S. 

society is important and that it requires sophisticated tactics compared to the 

networking I do at university. It was good we were given a chance to practice 

the skills we learned in the workshop.

Other Activities

I visited up to 15 different organizations during the 2012 GTP trip, and I 

met many people, including the managers of the organizations we visited, 

influential Korean-American leaders at the networking party, and alumni at 

the SNU Alumni Night. My impressions of each organization and person 

At the Networking Re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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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all slightly different, but one thing I learned they have in common is 

“the importance of networking.” I had always thought of Korean society as 

a closely-knit society, but I realized that networking was more important in 

Washington, D.C. Washington, D.C. is smaller than Seoul in size, but it has 

many more organizations that influence not only America but also the world. 

Almost all the organizations we visited were somehow related to the others, 

even though they were in different fields. I also found that in many cases 

people had found jobs through their networks. Another thing I learned is that 

it is difficult to form and maintain a network. Getting as much information as 

you can from a person you have just met, and giving them a good impression 

in such a short time was not an easy task. I do not know much about 

networking yet, but the fact that the busy Korean-American leaders willingly 

spared their time to meet university students just to give help to us, even 

though they might not get much out of it, showed me that networking requires 

reciprocity. 

There were also unforgettable funny episodes in this program. Most of 

the time, I had a good impression of Washington, D.C., but at times, I also 

experienced unexpected things. It was surprising to see that most of the 

organizations we visited were not properly prepared technically for the 

presentation, so we often had to wait for a long time for the technicians 

to set up the projectors. At one organization, there was no screen for the 

presentation, so the manager created one by connecting A4 papers on the wall. 

The presenter gave the presentation on the improvised screen, but if I had 

been in that situation, I do not think that I would have been able to focus on 

my presentation. Another episode is that I got an upset stomach from h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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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ch under a lot of stress right before my presentation, so I did not properly 

enjoy the SNU Alumni Night that was held that evening. This taught me that it 

is better to enjoy what you have to do, rather than getting nervous about it.

3. After Participation in the GTP–Washington, D.C. 

Lessons from the 2012 GTP

What I have learned through the 2012 GTP is that challenging yourself is 

important. I have always liked to try new things. However, at some point, 

as I grew more unsure about my future, I began to stop trying new things 

and challenging myself. I began sticking to the things I knew. If I had kept 

doing this, I would have stayed in Korea and prepared for my finals. I also 

would have procrastinated on my application until next year. Instead, I 

tried something new and gained valuable new knowledge and experience. I 

learned about a new field for me, museum work, and found that it can be an 

option for my future career. Challenges do require some sacrifice. The trip to 

Washington, D.C. conflicted with my finals, so I had to both prepare for my 

finals and also prepare for my presentation and the trip. Even when we were in 

Washington, D.C., we started our schedule early in the morning and participate 

in discussions in English all day without sightseeing or refreshment. Then, at 

night, we had to make and prepare for our presentations as well as our finals. 

This was extremely exhausting. However, the program is an unforgettable 

memory, especially since I devoted such energy and effort to it. 

When I first decided to apply for the GTP as a first-year university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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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ought I would be sure about what I wanted to do in the future by the time 

I applied. Participating in the GTP should have been my first step of training 

for my dream job. However, contrary to my original expectations, I still 

did not know what I wanted to do when I applied for the program. Even so, 

the experience helped me. First, it was a chance for me to look back at my 

strengths and weaknesses. I was in a situation where two equally important 

tasks were conflicting with each other. In situations you have to be able to 

multitask like this, prioritizing and managing stress is important. However, I 

learned that I was weak at this. Another thing I found out about myself is that 

I might be more interested in static, academic work than active work. Before 

I went to Washington, D.C., I thought I would be more interested in Radio 

Free Asia, which is a more action-oriented organization, but actually I was 

more interested in the Woodrow Wilson Center, where the tasks are relatively 

academic and require less action. Based on these new findings about myself, I 

am revising my plans for the future. If I get the chance, I will aim to work for 

the organizations I have visited. 

Team Members

It was a great honor for me to have participated in the 2012 GTP with 

my colleagues. I was greatly inspired by them, and the program helped me 

to improve my personal development. The presentations were mostly done 

individually, so there was not that much work that required teamwork. Even 

so, my colleagues always paid attention to each other’s presentations, offered 

comments, and tried to help each other. When someone was having a hard 

time doing something or was too exhausted from the heavy workload,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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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cheered each other up. We also threw a small birthday party for one 

participant whose birthday was the day we arrived in Washington, D.C. The 

professor and project manager also played a large role in creating a nice 

atmosphere within our group. They maintained good communication with 

us. Perhaps among the many VIPs I met during the trip, my colleagues with 

whom I went through all of the abovementioned activities are the very people 

I should maintain in network. 

Future Plans

I am now trying to figure out what kind of work I would like to do in the 

future. The 2012 GTP was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reflect on my plans. I 

will aim to work as an intern at the Woodrow Wilson Center if it is possible.

Advice for Potential GTP Participants

You should think in depth about why you want to participate in this 

program. In my case, it was one of the plans I made when I was a freshman, 

and also I did it to help myself figure out what I want to do after graduation. 

If you are like me, do not be afraid of studying new fields. I also recommend 

writing down everything you learn, say, or feel during the trip. This is 

something I didn’t do but wish I had done. You will experience a lot of 

things you will not be able to in everyday life as an undergraduate student. 

So think of every moment as very precious and important. Be proactive. 

Everywhere you go, everyone you meet through the GTP will be your 

potential opportunity. Speak out and reach out to find the resources you need 

or may need in the future. Lastly, prioritize, manage your stress, and be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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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ltitasking person. They say that managing more than one task at a time 

is a very important ability in the workforce. Have a great time and seize your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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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ing for the GTP–Washington, D.C. 

When I saw the GTP posters on the school bulletins, I noticed that there 

was a subtitle indicating the theme “Politics & Diplomacy.” This made me 

hesitate a little because I am an engineering student, and my field seemed 

completely irrelevant to the program. At the same time, however, my heart 

started thumping with the excitement, and I believe this was because of the 

vision I have. I seek to achieve “more happiness for people and improvements 

to people’s quality of life,” and engineer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ulfillment of this goal to some extent, because we develop new technologies 

that can transform the way we live our lives. However, the people who 

actually allow these technologies to be used for world change are national 

politicians and international diplomats. Thus, I’ve dreamed of holding such a 

position, “with technological knowledge,” in the future, and I thought the GTP 

would be a wonderful opportunity for me to start on this career path. I hoped 

I Have a Dream
Choi, Sejin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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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TP would make my dream more tangible and specific—and my wish 

came true! The GTP helped me to clarify guidelines for my future jobs. 

To apply to the GTP, I first submitted my application to the SNU Career 

Development Center. I included my reasons for applying and listed my 

extracurricular activities. After the applications were reviewed, some of the 

applicants were called for an interview. The interviews were in English, 

and the whole selection process was extremely competitive, according to 

what I heard, as many students were competent in English. However, I wish 

the selection of students to been done much earlier so that we would not 

have to prepare for the presentations while studying for finals. Also, I really 

appreciated the objective and fair selection; however, Sung Kyu and I — 

who were the only male students among the 12 twelve participants — felt 

that it would be better if the numbers of male and female students were more 

balanced. I hope more men seek to participate in the GTP in the future. 

Before our departure, we went through several trainings. We learned how 

to give an effective and impressive presentation and how to write our resumes 

and cover letters. It was very useful to learn how to write a resume and a 

cover letter. I was especially grateful for this session because, even though 

one must write a resume and cover letter to apply for graduate schools in the 

U.S. or internships at foreign companies and it is important to write them well, 

SNU students have few opportunities to learn how to do so. Also, the most 

helpful pre-education was the time that I had with Professor Taekyoon Kim 

of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 think whoever he or she is, 

if he or she is selected for this program, what’s more important to him or her 

is the presentation, not just the presentation format or the presenter’s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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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o more than deliver the information that everyone can find on Google or 

Wikipedia, and to include high quality contents, it was necessary to talk and 

discuss with the professor. 

2. Activities in Washington, D.C.

The company that I was assigned to present to was the Prudential Financial 

Washington, D.C. Office. The company headquarters are in Newark, New 

Jersey. To welcome our visit, Vice President Rex Wackerle from the D.C. 

Office and Brain Pickett from the headquarters joined us. 

For more than 135 years, Prudential Financial, Inc. has helped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customers grow and protect their wealth. Today, Prudential 

is one of the world’s largest financial services institutions with operations in 

the United States, Asia, Europe, and Latin America. It also has one of the most 

recognized and trusted brand symbols: The Rock, an icon of strength, stability, 

expertise, and innovation. Prudential Foundation is a not-for-profit corporation 

supported by the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 a subsidiary of 

Prudential Financial, Inc. It focuses its grant-making strategy in the areas of 

educ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arts and civic infrastructure, and it 

supports the community engagement efforts of Prudential employees through 

Matching Gifts and other programs that recognize their volunteer work. It 

invests more than $25 million in grants every year to support community 

advancement through a variety of charities and organizations. It addresses 

the needs of other countries, particularly Brazil, India, Japan, Korea, and 

Group photo at Prudential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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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as part of its goal of being a philanthropic leader in the company’s 

international markets, particularly as its business operations abroad grow.

I was asked to present about “lobbying.” At first, I wondered what the 

connection is between lobbying and Prudential. After some research, I found 

out that many financial companies like Prudential lobbying very actively 

around policy makers, and especially, Prudential is famous for paying large 

amounts of money to hire lobbyists. It is indispensable for financial companies 

to lobby because the financial market is very sensitive to related policies. 

Due to their plan to expand business in Korea, the Prudential representatives 

wanted to know how Korean private companies do lobbying and will do 

lobbying against policy makers of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My presentation covered the definition of lobbying, general perspectives on 

lobbying in Korea, special characteristics of Korea, and the expected future 

of lobbying in Korea. In Korea, lobbying is considered as a negative thing, 

since many people do not distinguish brokers from lobbyists. Specifics about 

Group photo at the Prudential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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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bying are also under the veil. There is even a biased point of view that 

most lobbyists are weapon lobbyists because of Linda Kim, a famous weapon 

lobbyist. However, the reality is quite different. If we refer to statistics, 

including examples of lobbying in Korea like the case of Hawk-won Unions 

and big companies such as Samsung or LG, lobbying is very active in Korea. 

I found out that lobbying in Korea has three major characteristics. First, it is 

heavily dependent on connections. Regionalism, school connections, kinship, 

and even religion play an important role. Second, while lobbying in the U.S. 

and other nations targets the legislature, in Korea, lobbying is focused on 

the executive, i.e., government. Third, indirect lobbying through protests or 

demonstration by grass roots or labor unions is effective. Based on these three 

characteristics and some recent trends, I projected the future of lobbying in 

Korea. I stated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obbying, introduction of a PAC-

like system, and also more “good lobbying” will occur in the future. 

An interesting fact is that lobbying had been mentioned frequently even 

before our group visited Prudential. At the U.S. SME and EPA, the importance 

of lobbying was emphasized. Through these experiences, I realized that 

D.C. is not only the center of policy-making, but also of lobbying. Also, the 

experiences helped me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lobbying for “good” 

policy making. I hope lobbying in Korea will become institutionalized and 

legal so that Korean congressmen can make good policies even though they 

are not professionals in the related fields. 

We had a long Q&A session after the presentation at Prudential. Somewhat 

deep and profound discussions went on, and Prudential was especially 

interested in how to do good lobbying. They seemed to want as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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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s possible about the Korean market. I was very impressed that 

both vice presidents—whom I believe were much more experienced and 

knowledgeable than us—listened carefully, and even enthusiastically, to what 

my friends and I were saying. I think their humility will eventually enable the 

company to grow. 

We visited many institutions, and I will introduce some of the most 

interesting ones: The Woodrow Wilson Center, Smithsonian Museum, 

and the World Bank. The Woodrow Wilson Center is a think tank, and the 

idea of a think tank was very new to me. As I saw recently in the news, 

think tanks in Korea are feeble. I envied the investigators at the Woodrow 

Wilson Center studying and researching in a free and relaxing environment. 

Smithsonian museums are everywhere in D.C., and I was surprised that 

many people are hired by museums! In Korea, museum research is not that 

active. As museums are important for the education of the public, I hope 

more organized museum operations will be done. I think that how museums 

are operated is a good indicator of how developed and civilized a country is.  

 At the World Bank, we received specific guidelines for internships. Most of 

all, it was good to meet SNU graduates working there. Their stories helped 

me to confirm my decision to choose work that really excites me. Some other 

trainings were done at Washington, D.C. In particular, I found the professional 

training on networking by the Washington Center to be helpful. I learned 

about the importance of “giving” and continuous follow-up in networking, 

and not receiving only. The necessity of having a LinkedIn profile was 

emphasized. Plus, the “Power Greeting” lecture on how to start a conversation 

was very useful. The networking party with Korean-American leader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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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meaningful, but I think it doesn’t have to be only Korean-Americans next 

time. 

In addition, while we were in Washington, D.C., we had time to visit and 

tour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hich is said to be a typical example 

of an urban campus. Also, there was SNU Alumni Night, which provided us 

opportunities to network with and be advised by SNU Alumni. I was very 

happy to meet two SNU alumni who are studying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just like me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One of 

them gave me great advice that can be summarized by the single phrase “choice 

and concentration.” 

3. After Participation in the GTP–Washington, D.C. 

I have learned so many things and experienced many emotions as a result 

of participating in the GTP. Most of all, it was symbolic that I had these 

experiences at the political center of the U.S., the strongest country in the 

world. Washington, D.C. is not that large (compared to Seoul) in its physical 

size, but as I visited sev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 realized that it truly 

is the capital of the world. Simply building large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is not enough; the more important thing is the people and how skillful and 

capable they are. 

Meeting my fellow GTP participants and going through the program with 

them is probably one of the best things that have happened to me. At first, 

it was a very unusual experience. As an engineering student, I haven’t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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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chances to meet and work 

with women, but this time, I was one 

of only two male students. Also, I 

was the only engineering student, 

and it was really special to interact 

with friends who have different 

backgrounds from mine. 

I think the GTP helped me set 

my long-term goals and motivated 

me to achieve them. I don’t think 

I will work at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 visited right after 

my graduation. As Jim Yong Kim, th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said, I 

don’t want to be a burden when I go to developing countries to help them 

because of my lack of professionalism. To bring more happiness to people 

eventually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 have decided to develop my 

own skills in whatever I study. At the same time, I have continuous interest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 am not sure yet how it will be 

done, but as GTP participants have ongoing interactions each other, I think we 

can even launch an initiative with a meaningful cause. 

I would like to tell the future participants of the GTP to prepare early. The 

earlier you start preparing, the more you can see, and the more you see, the 

more chances come for you to be hired. 

There is no reason for us to be afraid of finding internships,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chances of having interviews offline and not online are rare. 

In front of the Lincoln Memorial Reflecting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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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it is not always easy to find internships at companies unless there is 

a partnership between the company and the university. As GTP provides 

such opportunities, prepare for them and take advantage of them; don’t miss 

them! It will be helpful to do research on all the places you visit, not only the 

institution where you present.

I have a dream, and I can say with confidence that the GTP was an 

important step toward accomplishing it. I finish my journey of the GTP with 

this report, but just as Martin Luther King, Jr. shouted in front of the Lincoln 

Memorial in D.C., I want to start the new stage of my life with the shout, “I 

have a Dream!” 

Martin Luther King, Jr.’s “I have a dream” in front of the Lincoln Mem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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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ing for the GTP–Washington, D.C.

Why I Applied 

I had been worrying about what to do this winter break when I heard about 

the Global Talent Program (GTP). Since I entered college in 2009, I had had 

several summer and winter vacations, but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I didn’t 

make plans for the upcoming winter. I knew that I would spend my time 

meaninglessly unless I came up with a big plan. I used to spend the vacations 

taking winter-semester courses, participating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etc. However, this time, it was a little bit different — I wanted to devote this 

winter to something that would relate directly to my future career. I took one 

and a half years off when I was a freshman, so it took longer for me to become 

a junior than my friends. I had seen many friends spend their breaks doing 

internships, and this made me think that I would also need to find an internship 

rather than just participate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I also hoped to develop 

Finding a New Possibility for My 
Future Career
Choi, Yoonjung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College of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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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future plans with some specific ideas over the winter. 

With this attitude, I looked at MySNU and the Career Development Center’s 

websites to see if they had information on any useful opportunities. One day, 

I was at the student center when I saw the GTP’s poster on the wall. I thought 

that the program would be a perfect plan for the winter. This year’s main 

GTP theme was “Politics & Diplomacy.” Since I am majoring in English, this 

field of studies could also be one of the options for my future career. I have 

participated in many international activities, too. I was confident that I could 

qualify even before I found out more about the program. I started to look up 

more information about the GTP online. 

The most attractive things about GTP are that it gives students the 

opportunity to obtain internships abroad, and it also provides us the pre-

sessions in Korea. I’ve always enjoyed learning foreign languages and 

communicating with foreign people, and for this reason, I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student conference twice and did some voluntary work 

for foreign students at SNU. These experiences helped me realize that I 

would love to work in a global field. Therefore, the GTP’s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internships sounded very attractive. I also liked that the program 

included pre-sessions, because I would learn something for sure from these 

even if I failed to find an internship. I’ve wanted to work abroad but I was not 

good at giving presentations in English and didn’t know much about writing 

an English resume either. I started to get excited about the GTP.

It’s true that I hesitated a little before I applied for the GTP — After all, 

the GTP was right in the middle of finals week, and I thought that it would be 

quite hard to work on both school work and the GTP pre-sessions.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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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new that I would regret missing out on this opportunity. Even though there 

would be another GTP next year with different topics, but I wasn’t sure if I 

would be able to apply for it at that time and if I would be as confident as now. 

After these considerations, I thought that the time was right. Another reason 

for my hesitation was that the program was going to be held in Washington, 

D.C. Washington, D.C. was the perfect place for this year’s GTP topic, but I 

had already been there twice. In July, I stayed in D.C. for a week for the 5th 

Korea-America Student Conference and visited some of the organizations that 

we would visit again during the GTP. However, because my main purpose for 

participating in the GTP was obtaining an internship, I expected something 

different from my former visits, and finally, I decided to apply to the program. 

Application Process

When I filled out the application for GTP, I wanted to emphasize my past 

experiences in the international field, so I added more space f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an had been given. I wrote about my experience at the international 

student conference for the main point, and of course, I listed all the activities I 

had participated in when I was in the U.S. for a year and a half, such as drama 

club, yearbook photography, etc. These activities were not directly related 

to politics and diplomacy, but I thought they would serve as evidence of my 

international experience. Thinking about this again, I believe that you don’t 

have to write down everything you have done but rather only the things that 

are related to the topic. 

I wrote down my honest thoughts for the short English essays. I wrote that 

I had become more interested in a career since I became a junior. When as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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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 was the best candidate for the GTP, I answered by provided more details 

about my past experiences. When asked if there was anything I wanted to 

achieve through participating in the GTP, I answered that I would love to learn 

the pre-requirements for being a global leader in the future. <y answers were 

all sincere. 

I passed the first round of application and I was asked to participate in the 

second round – an English interview. I didn’t prepare anything new for the 

interview but just reviewed my completed application. I read my application 

several times and practiced saying the same things in English out loud. 

This helped me a lot during the interview because most of the questions the 

professor asked were about the application. After the interview, I gained 

acceptance into this year’s GTP. 

Pre-session

The pre-session period was the hardest part of the GTP schedule. It was 

only twice a week and 4 times in total, but I had to prepare my presentation, 

receive feedback, and edit it almost every day. It was much harder because I 

had to do this in addition to my other school work. Almost until the last day 

before I left for Washington, D.C., I had to edit my presentation, English 

resume, and cover letter. 

After I was accepted into the GTP, I was assigned to give a presentation 

to the World Bank. I had already been there once and had a great time, so 

I was happy to hear this news. Since the World Bank is a very important 

organization, I wanted to do well. However, I was worried at first because I 

didn’t know much about the given topic. I wasn’t sure where to start. So I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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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epare for it with the other student who was also assigned to the World 

Bank. By the first pre-session, we had to prepare our presentation, but we 

had less than a week to do so. Since both my partner and I were very new to 

this topic, we had to spend a great amount of time learning about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Fortunately, I was able to seek advice from an 

acquaintance who wants to work in this field. Even though we didn’t prepare 

much for the presentation, we did a lot of research on the topic, and when it 

was the day for the pre-session, our presentation was pretty much prepared. 

However, a teacher from SNU LEI who helped us with the presentation told 

us that we might have to change everything. She said that our presentation 

was like a fact report, consisting only of facts that could be found online very 

easily. We were shocked. 

During the pre-session period, we kept editing the presentation. Every time 

the teacher gave us feedback, we found new things to change and edit. It was 

much work in addition to our regular homework. However, I didn’t want to 

give up, and so I continued even though I was suffering from a shortage of 

sleep. Sometimes it was difficult because everyone who gave us feedback had 

very different views on our topic. However, I learned a lot from this process. 

Now I have more confidence when I have to give presentations in English, and 

I’ve learn how to compose a presentation effectively. 

We also had a time learning how to write an English resume and cover 

letter during the pre-sessions. I had written an English resume before when 

I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student conference, but at that time, I just 

followed directions I found on the Internet without understanding them well. 

This time, a foreign teacher showed us specific ways to create a good 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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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aught us what we should emphasize in 

our resume and cover letter. We also learned 

the forms of resumes and cover letters. I 

believe this will help me a lot when I apply 

for jobs abroad in the near future. 

The final pre-session was on American 

business manners, and it was quite helpful, 

too. Even though this session was not aimed 

directly at students like us who wish to earn 

internships abroad, we could still learn 

some brief ideas about doing business in 

foreign countries. 

2. Activities in Washington, D.C.

About the Organization 

The World Bank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like the U.N. or UNESCO. 

Korean-American Yong Kim, the former Dean of Dartmouth College, became 

th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in 2012, and since then, many Korean people 

have come to know about the World Bank. However, most Koreans are still 

not aware of the World Bank’s main purpose for existence– They think that 

it is just one of the banks in the world. When I told my friends that I was 

going to give a presentation at the World Bank, most of them told me that 

they didn’t know I was interested in finance. Of course, the World Bank is 

The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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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nk, but it was first established to eradicate global poverty. In brief, the 

World Bank lends money to developing countries with low interest and makes 

them pay it back in the long term. Furthermore, it tries to solve poverty, 

education, environment, etc. in those countries by engaging in direct projects 

with professionals from all over the world. It is headquartered in Washington, 

D.C., and it has 10 satellite offices in developed countries as well as more than 

100 local offices in developing countries. Therefore, the World Bank has more 

than 20 thousand employees, and its composition is very diverse. If you visit 

the World Bank’s cafeteria during lunch time, you will hear many languages 

being spoken. It is a perfect atmosphere for people who like experiencing new 

cultures and want to work in global fields. 

Mean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 Bank and South Korea 

is growing stronger. In 2013, the World Bank will open its new satellite 

office in South Korea. The World Bank has a high interest in South Korea 

because Korea is one of the few countries in the world to change its status 

from a recipient to a donor. Experts are interested in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 model, and they want to apply it to other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Bank is looking for more Korean professionals who can draw 

on their home country’s past experience. Though the percentage of Korean 

employees is quite low in comparison to the amount of money Korea pays as 

its dues, it is expected to increase soon. 

Presentation Topic and Contents

The topic assigned by the World Bank was “Korea: Young Talents and 

Development.” The World Bank wanted to know if young Korean peopl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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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ed in development issues, if so how many young people are interested, 

and where the World Bank can find these young Korean talents. This topic 

directly showed the World Bank’s interest in South Koreans. Given this topic, 

we introduced Korea’s current economic situation first. Next, we showed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students are gaining an interest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we described specific activities that young Koreans are 

doing in this area. However, few young Koreans are seriously considering 

this field as their potential career for several reasons. Since the World Bank is 

looking for Korean experts in development, we concluded that the World Bank 

and these young Koreans should be connected by increasing young Koreans’ 

awareness of the World Bank and its activities. 

As mentioned, Korea’s economic status has undergone a drastic change. 

In the 1960s, following the Korean War, Korea’s GNP was only $120, but in 

2011, it was over $20,000. The Korean government is increasing its Official 

My presentation at the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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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ssistance (ODA) rate and with this governmental support, 

many young Koreas are becoming interested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We can see how young Koreans are working for development issues in three 

ways. First, the number of people volunteering abroad is increasing rapidly.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was founded in 1993, and since then, 

it has sent almost 9,000 volunteers to other developing countries. Also, some 

Korean companies such as Hyundai and Gmarket have created volunteering 

programs, and each year, they send hundreds of people abroad. Second, young 

Koreans have been working for development issues using their idea resources. 

There is one designers’ group, TOUCH & FEEL, which uses appropriate 

technology for development. Third, young Koreans have been using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very actively to spread the idea of global poverty. 

Likewise, many Korean students are interested in development issues 

and work on them as volunteers. However, after they graduate from college, 

they leave the field, choosing instead to take jobs with big companies. We 

suggested that this occurs because of the career instability in development 

work. Korea has very limited option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s a 

career. Some Korean offic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overnmental 

offices, and a few other NGOs offer the only career options. Moreover, their 

working conditions are much poorer than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foreign consulting agencies. 

However,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World Bank, are 

interested in hiring Korean experts, and they already have programs such as 

JPA and YPP to raise young talent. I think more Koreans should join these 



Experience Polit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in Washington, D.C.   341

 GTP Student Reports

organizations. Young Korean talents study Korea’s history and economic 

development model in their graduate schools, and this knowledge can be 

applied to benefit other countries’ development. Young Korean people, 

however, are generally not aware of the World Bank, so in our presentation, 

we concluded that the World Bank should promote itself well and clearly 

state its main goal so that young Koreans will choose to remain in the field. 

It’s very likely that there will be a huge synergy effect if the World Bank and 

young talents in Korea can connect. 

Roles of the World Bank

Senior HR officer Roberto Amorosino from the World Bank gave us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qualifications we would need to secure an 

internship at there. Mr. Amorosino 

said that knowing English and 

another foreign language is essential, 

and i t’s  also important  to have 

expertise in one’s own field. Though 

I’m still an undergraduate and not 

qualified to apply for internships yet, 

when I study at graduate school, I feel 

confident that I will be able to receive 

help from Mr. Amorosino. 

Also, our SNU alumni who work at 

the World Bank met with us to offer 

advice. They told us their own stories 

In the IDB l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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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how they came to work at there. Overall, our visit to the World Bank 

was very helpful. 

Other Site Visits

We visited 11 organizations during a week, including the World Bank. 

Among these, there were some organizations that I was interested in, but 

there were also others that I had not heard of before. When we visited 

each organization, the organization representatives briefed us about the 

organization, and one GTP student gave a presentation. From these visits, I 

gained valuable knowledge from various fields. We visited the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first, and the topic was the impact of KORUS FTA on 

small enterprises in both countries. I had not well aware of the FTA previously, 

but through the visit, I learned about it. Likewise, when we visited Prudential, 

we learned how different lobbying is in each country, and at the D.C. Mayor’s 

office, we learned about Washington, D.C.’s perspectives on Asian-Americans. 

The visit to Radio Free Asia completely changed my opinion about this 

organization. Also, by watching my GTP friends present at each organization 

assigned, I could see how they had composed the presentation, and I learned 

from them.

We also visited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even though 

it was not on our schedule. It was an unexpected visit, but I was very satisfied 

with the experience. The IDB also conducts business much like the World 

Bank does for developing countries, but its main customers are countries 

in Latin America. I’ve studied Spanish since high school, and it was very 

interesting to know what this organization does. They told us that more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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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of the people at the IDB are from Spain, and it is very helpful to speak 

Spanish if one wishes to work there. This idea of working there sounded very 

attractive to me because I would be able to do similar work as I would do at 

the World Bank but using mainly Spanish. Although the visit was short, I was 

able to gain new ideas for my future career. 

Workshops 

In Washington, D.C., we attended sessions conducted by the Washington 

Center. The most useful one was a coaching session for our presentation. After 

dinner, we had a private lesson with a native speaker to improve our English 

pronunciation and to review grammar. Although it only lasted one hour, the 

session contained a lot of information. Also, the practice presentation in front 

of our professor was really helpful, especially because I received feedback. 

In addition, Ms. Jung Lim from the Washington Center led a networking 

session. We learned how important networking is — It was surprising to me 

that Ms. Jung Lim used her personal contacts frequently in her business. I’ve 

been participating in some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have gotten to know 

a lot of important people, but I’ve always failed to contact them regularly. But 

after attending this session, I realized the importance of networking again. I 

plan to keep the network that I’ve made through GTP for sure. 

Other Activities

We also toured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One of my friends studied 

politics there, so I had heard of this university. I got to think after this tour that 

I could came back to the U.S. for graduate school. When I was a freshma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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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d at an American high school and college. It was a great experience in 

my life, I’ve become interested in returning for graduate school. 

SNU Alumni Night was another great experience of the GTP. We had 

already had a networking night with Korean-American leaders on the second 

day of the program, but networking with SNU alumni was more fun and 

helpful for me. I felt proud of the people who came to the U.S. years ago and 

succeeded in making a living here. We listened to their vivid stories of living 

in America. There were a lot of alumni who are or were working in the fields 

that I’m interested in, and I felt encouraged by their achievements. No matter 

where I decide to go for my career, there are SNU alumni everywhere, and 

I will be able to seek help from them. I got to know one who also studied 

the same major, and she knew the professor that I had last semester. It was 

really good to meet her, and she asked me to say hello to the professor for 

her when I returned to Korea. I passed on her message on the final exam day, 

and the professor really appreciated it, which made me feel happy, too. After 

networking with the alumni, I felt more confident searching abroad for my 

career. 

3. After Participation in the GTP–Washington, D.C.

Lessons

Although preparing for the GTP was very difficult physically, mentally, and 

academically, I think the effort was worth it. However, there were definitely 

some disadvantages, too. For example, before we left for America, we ha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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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d the pre-sessions regularly 

and prepare for the presentation; 

this interfered with my other school 

work. Also, because I was out of the 

country during finals week, I had to 

take my finals alone, which I believe 

affected my grades. However, the 

GTP experience, allowed me to 

reconsider my future career and gain 

a more detailed plan for achieving 

it. I had hoped to gain solutions for 

my future from the GTP, and I did 

indeed. I might still have to think 

about it more and may even change 

my plans again, but the GTP was worth participating in because I found 

another possibility for my future career.

In addition, I realized that I had a very limited career scope before I joined 

the GTP. The world is a big place, and Koreans are working hard in every part 

of the world. Whatever I choose for my career, I should set my goal at the 

global level. The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GTP with me were amazing 

and smart. Their English was nearly perfect, and they were very outgoing, too. 

I learned a lot by spending a week with them. In this way, the GTP helped me 

gain broad perspectives. 

In front of the Lincoln Mem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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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work

Because of visa issues, we failed to secure internships, but we learned 

from each other. During the pre-sessions, we still felt awkward around each 

other, but after one week in Washington, D.C., we became like a family. We 

spent all day together and went through many hardships together, too. I knew 

one senior who did the GTP in 2011 in Japan, and he told me before that he 

still meets with his GTP friends often. We will certainly do the same thing, 

including our program manager and professor.

The World Bank was assigned to two students, unlike other organizations, 

so we had to do a team presentation. If I had done the presentation alone, I 

might have given up in the middle. But because I had help from my teammate, 

I endured the hard part and finally made it. GTP introduced me to precious 

people and allowed me to experience teamwork. 

Future Plans

I saw another possibility for my future and grew more confident in giving 

presentations in English. I will try to keep working on these skills. I will study 

English more during this vacation and will decide on another major to study. 

Now I feel less uncertain about my future, and I hope to find a good career 

path soon.

Recommending the GTP and Other Internship Opportunities

I want to tell my juniors to participate in the GTP before they graduate. 

Though it did not lead directly to an actual internship abroad, I was still able 

to raise the qualifications I might need for a global career and to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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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ho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ctually want from candidates. SNU 

provides much support for this program, and I think you will learn a lot more 

than you pay for. I recommend the GTP to people like me, who wish to find a 

job abroad or work at international companies.

Walking toward the Capitol Hill with GTP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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