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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DRC 해외대학 석사과정 프로그램에 지원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지원했습니다. 저는 화학공학과 학부 출신으로, 화학공정의 제어 및 설계에 관심
이 있었습니다. Texas A&M은 특히 공정 분야에서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좋은 학교입니다. 따라서
공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학 혜택입니다. 해외 석사 과
정은 대개 자비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 경우 전액 장학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
지막 이유는 언어입니다. 1년 동안 영어로 쓰기와 말하기를 충분히 익히고 온다면 영어와 평생 함께
해야하는 앞으로의 삶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2. 현재 석사과정 프로그램 과정 중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무엇인가요?
저는 두 명의 교수님 연구실에 동시 소속되어 합동 프로젝트의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산화탄소 흡착도가 높은 아밀로이드계열 자기조립 펩타이드 섬유를 전산생물물리 기법으로 설계 및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당 물질의 이산화탄소 흡착도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석사과정 기간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미국은 편의시설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오래 지내려면 차가 필수입니다. 본 프로그램의 체류 기간이
짧은 만큼 구비 과정이 복잡한 차 대신 저렴한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 칼리지 스테이션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여서 밤에도 안전한 편으로, 휴일에는 자전거를 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
이 돌아다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새벽에 HEB 마트로 장을 보러 다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
열심히 타고다닌 나머지 핸들이 고장나고 펑크가 나서 최근에는 그냥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4. 현재까지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공정 최적화 분야의 권위자이신 Efstratios Pistikopoulos 교수님의 Energy System Engineering I, II 수업
에서 거둔 소기의 성과가 기억에 남습니다. 내주신 프로젝트들이 쉽지 않았기에 밤을 새가며 고생을
했지만, 1등을 하는 쾌거를 이루고 교수님께 직접 격려를 받았을 때 무척 기뻤습니다. 흡착제 테스팅
을 하는 데 2개월 넘게 머리를 싸매며 고전하다가 처음으로 측정에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년의 석사 과정을 1년만에 압축해서 하는 만큼 밤늦게까지 뭔가를 해야하는 날이 많았
지만, 그럴 때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현재까지 수행한 인턴십/석사과정 프로그램이 어떻게 도움이 되고 적용이 가능한가요?
우선, 교수님들로부터 훌륭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대화에 열려 있으시고,
원인과 원리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기를 즐기십니다.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도 많지만, 학문을 대하는

태도 등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예전보다 영어 작문이 편해졌습니다. 코스웍 과정에
서 공학과목뿐만 아니라 법, 정책 등을 고루 다루기에 글을 쓸 일이 많습니다. 많은 텍스트를 읽고,
상당한 분량의 영문을 납기에 맞추어 쓰다보니 실력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영어로 대화하는
능력은 교환학생 시절보다 퇴보한 듯 합니다. 영어를 많이 쓰지 않아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기 때
문입니다. 외국인들과 많은 대화를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장차 미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본 프로그램은 최적의 선택입니다. 혼자 오게 되면, 주변
한인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필시 고초를 겪게 됩니다. 본 프로그램의 경우 같이 파견되는 사람들과 동
고동락 하면서 서로 도우며 힘든 걸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정착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
서 받는 경제적 서포트는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은 박사과정 진학이나 취업에 있어 추천서가 중요한데,
이 때 본인 노력의 여하에 따라 영향력이 큰 현지의 대가에게 지도를 받고 추천서를 부탁드릴 수 있
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6. 남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앞으로의 진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미국 박사과정에 지원한 상태이지만, 현재 미필이기 때문에
국내 박사 진학이나 전문연구요원 지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쪽에서 감사한 마음으
로 임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