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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DRC 해외대학 석사과정 프로그램에 지원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학부 때 화학생물공학을 전공하였고, 화학 산업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공부하고자 대학원 과정
에 진학하려고 하였습니다. 국내 및 해외 대학원 모두 알아보던 중, 서울대학교 EDRC에서 해외 석사
를 전액 지원하는 국비장학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본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되었습니
다. Texas A&M 대학에서 10개월 만에 석사를 취득하는 본 프로그램은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 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기술 강국인 미국에 유학을 가서, 대한민국에 없는 기술을 배우고,
국내에 돌아와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위에 부합하는 목
표를 가진 EDRC 해외 파견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있어서, 학부 졸업 후에 전문 기술을 익히고 미래
에 제가 속한 조직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2. 현재 석사과정 프로그램 과정 중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무엇인가요?
Energy Institute 석사 과정은 초기에 학생들이 직접 지도 교수님과 연구 주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
와줍니다. 저는 1지망으로 지원한 Dr. Mustafa Akbulut의 연구실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처음
에 선택한 연구 분야 내에서 구체적인 실험 계획과 논문 주제를 교수님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설계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과 함께 박테리아를 피실험체로 한 Molybdenum Disulfide의 독성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연구실에서는 기계 및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나노 소재를 주
로 연구합니다. 여기에 소재의 생명 및 환경적 측면 분석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포괄
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석사 논문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석사 논문 작성 이외에 한 과목
에 1.5 학점에 해당하는 모듈을 한 학기에 8과목씩 들어서 총 16과목을 듣고, 매 학기 1학점에 해당
하는 세미나에도 중간중간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 활동은 매 학기 3학점으로 인정됩
니다. 10개월 내에 총 32학점의 코스웍 및 석사 논문 디펜스를 통과하면 본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3. 석사과정 기간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본 프로그램은 미국 뿐만 아니라 그리스, 인도, 레바논, 수단, 이집트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통 언어로 영어를 구사하며 과학 기술 전공자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국제 감각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본 기간 중에
한 번은 Energy Institute 이사진들의 결산 회의에 앞서서 Dinner 미팅이 있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5명의 학생이 선정되어, 이 미팅에 참석하여 현재까지의 성과를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고, EDRC 국비
유학생 5명 중에서는 저를 포함하여 2명의 학생이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Energy Institute를 구상
하고 초대 학과장이 되었던 Dr. Floudas의 갑작스런 별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리더들이 본 프로그램
을 이끌어 나가고자 힘을 합치는 모습이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대부분 회사 CEO, 이사, 대학 교수 등

산업계 및 학계에서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세운 분들이셨고, 자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
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1. Energy Institute Board Members Dinner Meeting (1st day of December)

그림 2. Energy Institute Masters Students ‘17
4. 현재까지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매일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미국
현지인 친구에게 초대를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또 다른 문화에서 온 친구가
초대해 준 친구를 위해 전통 요리를 만들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인들이 합리적이고 실리
적인 성향을 가진 것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친구를 환영하며 대접하는데, 이러한
환대를 그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보답을 최선껏 해주는 것이 미국에서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에 저를 초대해준 친구에게 보답으로 한국 요리인 부대찌개와 불고기를

요리해주었습니다. 미국인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림 3. 부대찌개

그림 4. Sirloin Steak with Bulgogi Seasoning

그림 5. Palo Duro Canyon State Park

5. 현재까지 수행한 인턴십/석사과정 프로그램이 어떻게 도움이 되고 적용이 가능한가요?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된 후의 진로는 박사 진학 혹은 취업,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본 프로그
램은 기간이 10개월 정도로 일반적인 국내 석사가 4학기 정도라고 할 때, 이에 비교하여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지식을 쌓고, 연구를 하는 등 미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박사
과정에 진학하거나, 미국 현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본인의 커리어를 확장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미
국에서 학부 내지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면 현지 취업에 유리합니다. 물론 좋은 일자리에는 그만한 경
쟁이 따릅니다. 학위를 보유하는 것이 결코 좋은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학생들은
박사 과정까지 진학하여 전문 지식을 보유한 경우, 미국 영주권 취득이 유리해지며 비자 문제가 없이

취업이 용이해지므로 대부분 박사까지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박사가 유리한 것은 아
니며, 학부 및 석사 과정 후에 취업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어떤 분야, 어떤 분위기의 회사이냐
에 따라서 다릅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이를 발판으로 현지에서 도전을 이
어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남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석사 과정 중에 지도 교수님에게 박사 진학 제안을 받았습니다. 석사 과정이 끝나고 박사 과정
에 진학하게 되면 약 5년 간 나노 소재에 관한 연구를 연장하며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나와서 공부하고 일하는 와중에도 항상 모국을 생각하며, 계속해
서 저의 실력을 갈고 닦으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