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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  신 수 정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원장  김 성 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과 브레튼우즈 체제를 바탕으로 수립된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자국 중심주의로 인해 정치 및 경제문제에 관한 국제

협조체제가 위협을 받는 한편, 기후변화ㆍ무역ㆍ분쟁ㆍ개발협력ㆍ빈곤ㆍ인권과 같이 범세계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제4차 산업혁명은 산업계는 물론 개인의 일상에도 깊숙이 찾아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

습니다.

온드림글로벌아카데미(OGA)는 국제질서와 기술발전의 흐름을 파악하고 개별 국가의 이익을 넘어 국제 

공공재 창출에 기여할 “명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OGA 운영진은 여러분들이 국

제기구와 NGO 등 글로벌 이슈 현장을 이해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10개월

간  세계질서ㆍ국제기구/NGOㆍ4차 산업혁명 등에 관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했다고 자부합니다.

OGA 제1기 참가자들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국제기구/NGO에 진출하여 전문가로 활동할 

때 아래 다섯 가지 『OGA 독트린』을 늘 염두에 두고 부단히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 세계질서의 큰 그림 속에서 국제기구의 역할 제고를 모색한다.

■ 국익을 추구하는 외교관과 국제공공재를 창출하는 국제기구 공무원의 역할을 구별한다.

■ 다자적 이슈에 대한 Generalist 보다는 Specialist 를 추구한다.

■ 국제사회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의 여파를 파악하고 긍정적 미래를 준비한다.

■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해 점과 점을 연결하는(connecting the dots) 능력을 키운다.

마지막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변화를 지향하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 신수정입니다.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1기 학생들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학생들의 성장을 도와주신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재단은 국제사회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비해 우리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

은 상대적으로 적은 점에 착안하여, 균형 잡힌 국제적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발전과 인류행복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고자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일 년 동안 진행된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를 통해 얻은 지식과 국내·외 현장방문을 

통해 얻은 경험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리더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발판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나아갈 귀한 인연들을 만나 목표를 향해 더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국제사회 해결과 국제협력이라는 꿈을 향해 먼 여정을 떠날 때에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줄 

동료들이 많은 힘이 될 것 입니다. 

먼저 국제기구 현장으로 떠난 학생뿐만 아니라 착실히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인 다른 학생들도 다 함께     

꿈을 키워, 세계 곳곳에서 지구촌의 소외된 곳을 밝히는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재단은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여러분이 국제무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1기 여러분도 함께 성장할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를 따듯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OnDream Global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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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세부내용

1. 강좌 프로그램 (봄학기 8주, 가을학기 12주, 주 1회 2교시 교육)

-  전 ∙ 현직 외교관, 국제기구 진출 경험자 (JPO 수료자), 국제기구 저명인사, 국제관계분야 학자 등 국내외 

최고 강사진을 구성하여 봄/가을 총 20주간 강좌 운영

●교양강연 :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과학 분야별 지식 함양 

●전문교육 : 국제관계 심화교육 및 국제기구 현장 경험자의 실무 교육과 멘토링

●세 미 나 : 관심분야 조 편성을 통해 학생주도세미나 및 정책제안서 작성 교육

2. 국내 현장학습 (여름학기 4일, 오전/오후 각1기관)

- 한국에 위치한 있는 국제기구, NGO의 본부 및 한국사무소 현장학습

-  업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성을 기르고 직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기구 및 NGO 진출 과정과 실제       

필드에서 다루는 업무에 대해 학습

- 국내 현장학습 이후 유사 관심사별 팀 프로젝트 운영

3. 해외(미국) 현장학습 (겨울학기 2주)

-  세계 산업계를 선도하고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리드하는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

하고 현장성과 전문성 학습

●뉴욕 (New York) 

    UN, UNDP, UNESCO 등 다양한 국제기구 본부를 방문하여 국제화시대 UN의 역할에 대해 학습하고, 

NGO를 방문하여 국제 비정부 행위자의 역할 파악

●워싱턴 DC (Washington D.C.) 

세계정치의 중심인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외교협회(CFR) 등 주요 Think Tank와 국제 NGO들을        

방문하고 World Bank 및 IMF 본부 방문을 통해 국제기구 현장 실습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실리콘 밸리에서 IT시장을 선도하는 Google, Facebook 등 유수기업과 벤처기업을 방문하여 글로벌    

시대를 개척하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함양

ㅣ프로그램 혜택ㅣ

 - 교육비 전액지원 (미국 현장학습 포함)

 - 분야별 최고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 국제기구/NGO 진출 확정시 선별적으로 정착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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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드림글로벌아카데미 소개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OnDream Global Academy)는 

국제기구 및 NGO 진출 예정(희망)자를 대상으로 국제사회의 빈곤, 개발협력, 경제발전 및 복지, 인권 등 범세계

적 이슈와 국제 공공재 창출에 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여 글로벌 이슈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재)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이 주관합니다.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OnDream Global Academy)는 

단계별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국제기구 및 NGO에 진출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실질적인 진출 과정을 지원

하며, 지속 가능한 형태의 미래형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교양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국제적 시각 겸비

전문교육

국제무대 진출을 위해 국제관계 심화교육 및 

현장 경험자의 실무 교육과  멘토링

현장학습

국내 유수기관 및 세계 산업과 정치·경제질서

를 주도하는 미국의 기관 필드 리서치

장학지원

수료자 중 국제기구 및 NGO 진출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정착지원금 지급

네트워크

대한민국 국제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추후 국제기구/NGO 진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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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학기 강의목표

  ·UN 및 NGO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제관계와 주요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 기본 개념을 정립한다.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시대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습득한다.

일시 강의명 강사

1주차

(6/2)

UN과 글로벌 아젠다 오  준 (前 주유엔대표부 대사)

우리국민 국제기구 진출 현황과 과제 이장근 (외교부 국제기구국 국장)

2주차

(6/9)

United Nations: Role and Organization 김원수 (前 UN 사무차장)

글로벌 거버넌스와 UN 서창록 (고려대 교수, UN인권위원회 자문위원)

3주차

(6/16)

테러리즘과 난민문제 인남식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Climate Change and the United Nations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4주차

(6/23)

UN과 해양안보 이서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인재상 김승환 (포항공대 교수, 前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5주차

(6/30)

동북아시아 정세와 북핵문제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 원장)

국제관계와 소프트파워 이  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6주차

(7/7)

초국적 세계질서와 커뮤니케이션 유세경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The Role of UN in Conflict Resolution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 前 외무부 장관)

7주차

(7/14)

UNICEF: Child Rights in Action 김수현 (UNICEF 서울사무소장)

국제 NGO의 역할과 과제 손혁상 (경희대공공대학원장, 국제개발협력학회장)

8주차

(7/21)

국내 현장학습 리뷰 (학생주관)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이해 남상민 (UN ESCAP 동북아사무소 부대표)

봄학기 강좌
 2017.06.02.~ 2017.07.21. (8주, 매주 금요일)

● 2017년 5월 26일(금)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 6월 2일(금)~7월 21일(금) 봄학기 강좌 프로그램 (8주) 

● 7월 10일(월)~7월 13일(목) 국내 현장학습 (4일) 

● 9월 8일(금)~12월 1일(금) 가을학기 강좌 프로그램 (12주) 

● 11월 3일(금)~11월 4일(토) 가을학기 워크숍 

● 2018년 1월 8일(월)~1월 20일(토) 미국 현장학습 (2주)

● 2월 22일(목) 수료식

2017학년도 TIMELINE

2017학년도 학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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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사일정 - 봄학기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일시: 2017년 5월 26일(금) 17:00   

장소: 고려대학교 미디어관 크림슨라운지

1. 현대차 정몽구 재단 유영학 이사장 환영사

2.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김성한 원장 축사

3. 경청하는 OGA 1기

4. 하경석 사무국장 오리엔테이션

5.6. 학생 자기소개

7.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단체사진

1 2

3

5 6 

7 

4

■봄학기 강의모습

 8. 오준 前주유엔대표부 대사와 함께

 9. 김원수 前UN사무차장, 서창록 고려대 교수와 함께

10.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 강의

11. 김승환 포항공대 대학원장 강의

12. 윤덕민 前국립외교원장과 함께

13. 학생 진로로드맵 발표 (황지희)

8 9

10

12 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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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사일정 - 봄학기

14.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 강의

15. 김수현 UNICEF 서울사무소장 강의

16. PKO센터 현장학습 리뷰 (손수지)

17. UN ESCAP 현장학습 리뷰 (김지선)

18. GGGI 현장학습 리뷰 (박한솔)

19. 남상민 UN ESCAP 동북아사무소 부대표 강의

14 15

16

18 19

17

20. 하경석 사무국장 학사보고

21. 장경진 학생

22. 봄/여름학기 종강만찬 단체사진

23. 이봉주 사무총장과 출석우수자(장군, 임현진, 엄기영, 강유리)

24. 출석우수자 소감발표 (장군)

■봄/여름학기 종강 만찬

일시: 2017년 7월 21일(금) 18:00

장소: 고려대학교 미디어관 크림슨라운지

봄학기 마지막 강의가 있던 날 8주간의 봄학기와 4일 간의 여름학기 현장학습을 다시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경석 사무국장의 학사보고 이후 이봉주 현대차 정몽구 재단 사무총장의 격려사와 봄/여름학기 

출석우수자 4명(강유리, 엄기영, 임현진, 장군)의 소감발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20

21

23

2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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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사일정 - 여름학기

여름학기 국내 현장학습
 2017.07.10. ~ 2017.07.13. (4일)

■여름학기 목표

일시 기관명 비고

7/10

(월)

국방대 국제평화활동(PKO)센터 UN PKO 분쟁전문가 육성 및 교육기관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아태지역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국제기구

7/11

(화)

KOICA ODA 교육원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부기구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 백신의 개발/연구/보급을 위한 국제기구

7/12

(수)

UNESCO 아태국제교육원(APCEIU) 국제이해와 협력 교육을 위한 국제기구

월드비전 (World Vision) 세계적인 국제구호개발 NGO

7/13

(목)

영화관람 <옥자> 식량자원 개발과 사회윤리를 주제로 한 SF영화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여름학기 1일차

일시: 2017년 7월 10일 월요일

1. 최인석 기획운영처장 브리핑

2. 박성호 국제평화활동센터장 환영사

3. 전병환 교수 강연 및 질의응답

4. 국제평화활동(PKO) 센터 방문기념

5. 김지원 공보관 브리핑    6. 하예진 Programme Officer 브리핑     7. UN ESCAP 동북아사무소 방문기념

1 2

3 4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PKO) 센터

UN ESCAP 동북아사무소

5 6 7

·국내에 있는 주요 국제기구 본부 및 한국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장성을 기른다.

·봄학기에 학습한 UN 및 NGO에 관한 개념적 지식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체험한다.

·현장학습 경험을 기초로 유사 관심사별 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ㅣ18ㅣ OGA 1기 교육활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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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학기 2일차

일시: 2017년 7월 11일 화요일

 8. KOICA 지구촌체험관 

 9. 경청하는 OGA 1기

10. 김태은 ODA교육원 부원장 브리핑

11. KOICA 방문기념

12. 국제백신연구소(IVI) 전경

13. 조혜경 공보관 브리핑

14.  김양희 박사(Clinical Operations & 

Quality Management) 브리핑

15. IVI LAB 내부견학

16. IVI 방문기념

KOICA ODA 교육원

국제백신연구소(IVI)

8 9

10

12 13

14 15

15

■여름학기 3일차

일시: 2017년 7월 12일 수요일

17. Rigoberto D. Banta Jr. 

    국제협력실 전문관 브리핑

18. 세계시민교육 체험관 견학

19. 세계시민교육 체험관 방문기념

20. 정우탁 원장(APCEIU), 

     라무 다모다란 국장(UNAI)과  단체사진

21. 월드비전 방문

22. 김수희 공보팀 차장 브리핑 

23. 경청하는 OGA 1기

24. 월드비전 방문기념

UNESCO APCEIU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월드비전 (World Vision)

17

21

18

22

19

23

20

24

2017학년도 학사일정 - 여름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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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학기 4일차

일시: 2017년 7월 13일 목요일

영화 <옥자> 관람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식량자원 개발과 사회윤리를 주제로 한 미래 SF 영화 <옥자>

25 26

27 28

25. Robert Dawson (Deputy Director-General, Operation Enabling Division)

26. Pranab Brauah (Principal Specialist, Thought Leadership)

27. Nirmal Sinha (Head of HR)

28. GGGI 방문기념

가을학기 강좌
 2017.09.08. ~ 2017.12.01. (12주, 매주 금요일)

■가을학기 강의목표

·국제기구 및 NGO가 다루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전문가적 소양을 증진시킨다.

·UN 및 NGO 근무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기구/NGO 진출을 실질적으로 준비한다.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 소양을 습득한다.

일시 강의명 강사

1주차

(9/8)

UNDP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alázs Horváth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

국제금융기구: 역할과 조직 김윤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2주차

(9/15)

분쟁 해결과 UN: Cote d'Ivoire 사례 최영진 (前주미대사, 前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

국제인권법과 북한인권문제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주차

(9/22)

국제 에너지 협력과 국제기구 이재승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전환기 정의 구현과 NGO의 역할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4주차

(9/29)

EU와 유럽정치의 이해 최진우 (한양대 정외과 교수, 前한국유럽학회 회장)

학생주도 세미나 (주제별 프로포절) 온드림글로벌아카데미

5주차

(10/13)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이신화 (고려대 정외과 교수, 前UN사무총장 특별자문관)

국제이주문제와 IOM의 역할 박미형 (IOM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장)

6주차

(10/20)

국제기구와 지역협력: OAS, ASEAN, AU 조한승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공지능과 인간의 일자리 경쟁 이승훈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7주차

(10/27)

국제보건과 개발협력 최순영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Grant&PNS 팀장)

국제협력을 위한 언론의 역할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8주차

Workshop

(11/3-4)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April Golden (GPE Donor Relations Officer)

국제기구 직원 초청 세미나 하예진 (UN ESCAP), 박형건 (GCF), 김민서 (GCF)

학생주도 세미나 (교육/인도적 지원) 온드림글로벌아카데미

9주차

(11/10)

인도주의적 지원과 NGO 문경연 (전북대 지미카터 국제학부 교수)

UN과 교육: UNESCO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우탁 (UNESCO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원장)

10주차

(11/17)

GCF and Climate Finance 박형건 (GCF Financial Institutions Senior Specialist)

학생주도 세미나 (개발/보건/환경) 온드림글로벌아카데미

11주차

(11/24)

식량안보와 국제협력: FAO를 중심으로 유병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 회장)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vement for North 
Korean Refugees

박석길 (Liberty in North Korea 한국지부장)

12주차

(12/1)

세계질서와 대한민국 다자외교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前외교부 차관)

학생주도 세미나 (인권/분쟁/난민) 온드림글로벌아카데미

2017학년도 학사일정 - 여름학기 2017학년도 학사일정 - 가을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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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사일정 - 가을학기

■가을학기 강의모습

4

5

9

10

6 7 

8

1 2

3

1. Balázs Horváth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 강의

2. 최영진 前주미대사, UN사무총장 특별대표 강의

3. 학생 My Career Plan 발표 (이현주)

4. 박미형 IOM 서울사무소장 강의

5. 이승훈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강의

 6. 유병린 FAO 한국협회장 강의

 7. 학생 My Career Plan 발표 (강유리)

 8. 박석길 LiNK(Liberty in North Korea) 한국지부장

 9.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겸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10. OGA 강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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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사일정 - 가을학기

■워크숍

일시: 2017년 11월 3일(금) - 4일(토)    장소: 송도 쉐라톤 호텔

SessionⅠ 국제기구 인사 초청강연

SessionⅡ 국제기구 직원 간담회

15

11 12

13

14

11. April Golden (Donor Relations   

   Officer,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12. 강연 후 질의응답

13. 질문하는 장군 학생

14. 임현진, 손수지 학생

15. 워크숍 강연모습

16. 국제기구 직원 간담회

17. 박형건 GCF Financial Institutions 

    Senior Specialist

18. 경청중인 장선경 학생

19. 하예진 Programme Officer, 

    UN ESCAP

20. 정혜윤 학생

21. 차수진 학생

22. 워크숍 단체사진

16 17

20 21

22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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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사일정 - 가을학기

교육, 인도적 지원, 개발, 보건, 환경, 인권, 분쟁 그리고 난민 총 8개의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정의하고 국제기구/NGO를 포함한 주요 행위자들의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발표

■학생주도 세미나

23. 교육팀 발표

24. 인도적 지원팀 발표

25. 분쟁팀 발표 (이희재)

26. 학생 토론모습

27. 개발팀 발표 (양소희)

28. 하경석 사무국장 토론

23 24

25

27 28

26

29. 인권팀 발표 (김예은)

30. 학생 토론모습 (윤성아)

31. 이수훈 고려대 연구교수 토론

32. 난민팀 발표

33. 환경팀 발표 (김광우)

34. 황수환 고려대 연구교수 토론

31

33

29 30

3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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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사일정 - 겨울학기

겨울학기 미국 현장학습
  2018.01.08. ~ 2018.01.20. (2주)

■겨울학기 목표

·UN, 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NGO 본부를 방문하여 현장성과 전문성을 함양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을 방문하여 새 시대를 개척하는 Entrepreneurship을 함양한다.

도시 기관 비고

뉴욕(4일)

대한민국 주유엔대표부 한국의 대 유엔 외교 주관

유엔본부 (UN Headquarters) 유엔 사무국,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등 견학

유엔개발계획 (UNDP) 유엔의 개발 및 인도적지원 관련 중심 기관

유니세프 (UNICEF) 유엔차원의 아동인권 및 교육권리 노력 핵심 기관

국제인권감시기구 (Human Rights Watch)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세계적인 NGO

Teach for All 전 세계 취약 교육계층 대상 교육지원활동 NGO

국립 911 기념관/박물관
2001년 911테러 희생자 추모. 테러리스트 집단의 발생 및 

미국외교정책의 변화에 대한 전시 관람

워싱턴DC

(5일)

세계은행(Word Bank Group) 개발과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 금융질서와 환율 관리 국제기구

미국외교협회 (CFR)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정책 싱크탱크. 

미국의 대외정책과 세계질서 학습

Holocaust Museum
독일 나치에 의한 유대인 인권유린 현장 체험 

리더십과 인권의 문제에 대해 학습

각종 기념관(Memorials) 링컨/제퍼슨/워싱턴/한국전쟁 기념관 방문

미국 국회의사당(Capitol)
미국 정치의 상징. 내부 견학하며 상/하원제 질서와 

정책결정과정 및 미국정치사에 대해 학습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지역 전 국가들의 공동 정책결정 수행 국제기구

인터액션 (InterAction)
미국내 NGO들 의 연합체. 대 국회 정책로비 및 

미국 NGO들의 국제원조 데이터 총괄

주미한국대사관 대한민국 대미국 외교 주관. 정무/경제/의회/영사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2일)

페이스북 (Facebook)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선두기업. IT 혁신에 따른 

인간관계 네트워크 확장에 대해 학습 및 견학

구글 (Google)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혁신적인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

애플 (Apple)
통신, 디자인, 소프트웨어, AI의 결합을 통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유다시티(UDACITY) 교육과 AI 결합 실리콘밸리 대표적인 스타트업

엔비디아 (NVIDIA)
그래픽웨어와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산업계를 선도하는 IT기업

National 9/11 Memorial & Museum

■ 미국 현장학습 (New York - Washington D.C. - Silicon Valley) 

One World Trade Center

1. 출국기념 단체사진 (인천국제공항)

2. National 9/11 Memorial    3. National 9/11 Museum

4. One World Trade Center    5. One World Observatory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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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사일정 - 겨울학기

UN CTED (UN Briefing; Counter-Terrorism)

9 10

11

14

15

12 13

 9. UNHQ 투어

10. UN 안전보장이사회 (Security Counc il)

11. UN 총회 (General Assembly)

12. UN Headquarters 방문기념

13. UN Headquarters 방문기념

14. Mattias Sundholm (Communications 

     Adviser, UN CTED)

15. UN CTED Briefing 단체사진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6. 조태열 주유엔대표부 대사

7. 간담회 모습

8. 주유엔대표부 방문기념

6 7

8

UNDP (Haoliang Xu) 

16 17

1816. Haoliang Xu, Director of 

    the RBAP, UNDP    

17. UNDP 간담회 모습    

18. UNDP 단체사진

UN Head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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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사일정 - 겨울학기

Princeton University

26 27

26.27.  Princeton University 방문기념Human Rights Watch

Teach for All

21

23

22

24

2523. Jennifer Brenneman (Senior Director 

     of Leadership)

24. Teach for Al l 토론모습

25. Teach for All 방문기념

21. Emma Daly (Communications Director)     22. Human Rights Watch 브리핑

UNICEF Innovation Team

17 18

19 20

17. Mike Fabrikant (UNICEF Innovation team)

18. Bilal A.Z. Durrani (Public Partnerships Manager, East Asia and the Pacific)

19. UNICEF 방문기념 (임마누엘)

20. UNICEF 방문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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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사일정 - 겨울학기

주미대한민국대사관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8 29

30

31 32

3331. 강중식 Senior Economist   

32. IMF 간담회

33. IMF 방문기념

28. 임웅순 정무공사, 경제/의회/정무담당 서기관   

29. 학생 질의 (김광우)  

30. 주미대사관 방문기념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34 35

3634. Scott Snyder (Senior Fellow for Korea

     Studies and Director of the Program on 

     US-Korea Policy)

35. CFR 간담회 모습   

36. CFR 방문기념

Smithsonian Museums

37 38

Holocaust Museum

39

39. Holocaust Museum 방문기념

 37. Smithsonian Museum of Natural History    38. National Gallery of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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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사일정 - 겨울학기

워싱턴DC 역사투어 40. Jefferson Memorial (한의진)

41. 워싱턴DC 역사투어 

42.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43.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한지아)

44.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장군)

45. Lincoln Memorial

46. Washington Monument

40 41 42

43

45

46

44

미 국회의사당(US Capitol)

The White House, OAS Walking Tour

47. US Capitol 내부    48. US Capitol 견학    49. US Capitol 방문기념 

50. The White House 단체사진    51.  OAS 방문기념

47 48

50 51

49

Georgetown University 52.  Georgetown University 방문기념    53. 박동준 박사과정생 브리핑

5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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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사일정 - 겨울학기

13

World Bank Group

58. Herbert Francisco Curry Arceo    

     (Senior Consultant)

59. 학생 토론 모습

60. World Bank 내부견학

61. World Bank 방문기념 (김지선)

58 59

60

61

InterAction

54 55

56 57

62. Facebook HQ 방문기념 

63. Samir Patel (Director of Engineering, 

     Instagram)

64.  Daniel Kim (Engineering Manager, 

Instagram), Bettina Fairman 

(Head of Integrations, Community 

Operations)

65. 학생 토론 모습 

66. Facebook HQ 방문기념

Facebook HQ
62

65 66

63 64

54. Lindsay Coates (President)

55. InterAction 간담회

56. Julie F. Montgomery 

     (Director, Innovation & Learning)

57. Caroline A. Nichols 

     (Senior Manager, Humanitaria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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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사일정 - 겨울학기

Apple 

Google HQ

71. Apple Campus 디지털 조감도     72. Apple Campus 방문기념

67. Puneet Kumar (Director)

68. Google HQ 방문기념

69. Grant Grundler (Senior Engineer)

70. Google HQ 방문기념

67 68

69

71 72

70

UDACITY

NVIDIA

69. UDACITY 강연    70.김병학(Senior AI Engineer,  AI Team)

75. 임효지 Senior Industrial Designer   

76. NVIDIA 간담회   

77. NVIDIA 방문기념

73

75

76 77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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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A 1기 학생명단



강유리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국제평화학과 석사 졸업

KF Junior Scholar,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김광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협력학과 석사과정

국제원자력기구(IAEA), 녹색기후기금(GCF) 인턴

김연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심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단대 학생회장, ASEAN Frontier Forum 대상

김예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제22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 대회 대상

김지선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측정 및 통계 석사과정

IAESTE 64th 연간총회대학생대표

박한솔

Harvard Kennedy School 공공정책학 석사 졸업

세계은행(World Bank)사업, 녹색기후기금(GCF) 컨설턴트, 

현재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직원(P2) (독일 본 소재) 근무

손수지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2015 친절한 대한민국 캠패인 통역자원봉사자 친절대사(영어, 인도네시아어)

양소희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제71차 UN 총회 대한민국 대표단, 

UN Youth, Peace and Security Consultation 한국대표

양희수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석사 졸업

이베로아메리카기구(OEI) 온두라스 사무소 인턴, 

UNV UNICEF 세르비아 사무소 근무 예정(2018.3~)

엄기영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글로벌환경경영학 졸업

한국환경수도연구원 수질분석팀 인턴, 

KC그린홀딩스 전략경영팀 근무 예정(2018.3~)

OGA 1기 학생명단 OnDream Global Academy

OGA 1기 학생 명단(가나다순)

ㅣ46ㅣ OGA 1기 교육활동 보고서 온드림글로벌아카데미ㅣ47ㅣ



OGA 1기 학생명단

장경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미디어학부 졸업

국제형사재판소(ICC) 총회 대한민국대표단, 

중앙일보·JTBC 취재기자(2018.01~)

장군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주멕시코 한국문화원 인턴, 

UN ECLAC (칠레 산티아고) 인턴 근무 예정(2018.03~)

장선경

상명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턴

정혜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2016 전국대학생 모의유엔 대상

차수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통계행정 융합전공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인턴 근무 예정(2018.03~)

윤성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경영학과

CJ 사회공헌추진단 인턴, UNESCO APCEIU Global Citizen Campus 서포터즈

이현주

KAIST 경영대학 녹색성장대학원 녹색경영정책 석사과정

UNEP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Office (태국 방콕) 인턴

이희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국제학부 

KOICA UNV UNOWAS(세네갈 다카르) 근무 예정(2018.03~)

임마누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인구학 석사 졸업

Japan-Asia Youth Exchange program in Science

(SAKURA Exchange Program)

임현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국제학과

2017 뉴욕 국제모의유엔 Honorable Mention(단체상), 

Best Position Papers Award(개인상) 수상

OnDream Global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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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A 1기 학생명단 OnDream Global Academy

최민영

KAIST 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 박사과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외국인환자유치단 유치사업팀 근무

한승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아시아개발은행(ADB) (필리핀 마닐라) 인턴 근무

한의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

고려대학교 합성생물학회 회장, 제55회 전국대학생생물학심포지엄 학술위원

한지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황지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협력학과 석사 졸업

UNDP 서울정책센터 Junior Consultant, ICRC 서울사무소 인턴

박한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직원(P2) (독일 본 소재)

한승지  아시아개발은행(ABD) 인턴 (필리핀 마닐라 소재)

이희재  유엔서아프리카기구(UNOWAS) UNV (세네갈 다카르 소재)

양희수  유엔아동기금(UNICEF) UNV (세르비아 소재)

장   군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UN ECLAC) 인턴 (칠레 산티아고 소재)

국제기구 진출자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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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현대차정몽구재단 유영학 이사장님,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김성한 원장님, 하경

석 사무국장님, 조교님, OGA 1기 학우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

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난민, 핵확산, 전쟁, 테러 등 전례 없는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리고 각 기구는 부여된 Mandate를 수행하고자 다양한 인재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청년이 이들 국제기구에 진출하여 세계를 섬기고자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을 이루

기 위해서는 큰 노력과 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를 인식하며 현장과 이론을 배우

고 학업과 실무를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최고의 장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들과 또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저희 온

드림 글로벌 아카데미의 학생들은 우리의 세계관을 확장했고 지경을 넓혔으며 또 미래를 함께할 동역자들

을 만났습니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의 귀한 도움의 손길로 저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기회와 경험을 누

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세계를 섬기는 저희의 꿈을 응원해주시고 또 후원해주시는 현대차정몽구재단 관계자 모든분

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난 온드림 글로벌 아케데미에서의 세 학기 동안 저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배움을       

바탕으로 이제 유엔에 부임하게 되어 지구의 사막화 그리고 토지 황폐화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방지 해법

을 만들며 194개 당사국과 일하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배워야 할 것 이 많아 두려운 마음도 있습

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를 섬기는 귀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각기 다른 분야에서 세계를 섬기게 되실 학우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온드림글로벌 

아카데미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서로를 응원하고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승지 _ 아시아개발은행(ABD) 인턴 (필리핀 마닐라 소재)

안녕하세요 OGA 1기 한승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시아개발은행 Youth for asia 부서 마케팅 및 리서치 인턴

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Youth for asia 는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는 NGO and civil 

society center 내에 있는 신설 부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아시아개발은행의 다양한 개발프로젝트에 청년

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주최하는 Asia Pacific Youth Exchange 라는 프로그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청년들

이 리더십 트레이닝과 개발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

램입니다. 청년 참가자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 정부와 파트너 기관, 시민 사회에 직접 정책 및 프로젝트 제안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 주 업무

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 일의 성격은 Ondream Global Academy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OGA는 국제기

구 및 NGO 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저는 OGA를 통해 각 분야의 최고 연사 분들

의 강의를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고 현장 학습을 통해 실무 현장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방콕 소재의 유엔경제사회위원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 여름 송도에 위치

한 유엔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 사무소에서 현장 학습을 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번주에

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강의를 통해 제가 근무하게 될 아시아개발은행의 배경과 비슷한 성격의 다른 국제

기구들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좋은 기회가 닿아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 더 배

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OGA가을학기에는 좀 더 심층적인 강의와 학생주도 세미

나 등 훌륭한 세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도 큽니다. 여러분 모두 목

표하시는 바 이루시는 가을학기, 그리고 앞으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그리고 OGA 1기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박한솔 _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직원(P2) (독일 본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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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재 _ 유엔서아프리카기구(UNOWAS) UNV (세네갈 다카르 소재)

OGA  1기 펠로우로 함께하며 나는 아주 많이 단단해졌다. 공부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일상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나는 

늘 허우적대기 바빴다. 그러다 도피하듯 흘쩍 떠나버린 스웨덴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며 국제기구라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국제기구는 정말 요원한 꿈이라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꿈을 

향해 달린지 만 1년이 안되는 내가 UNV로 아프리카 UNOWAS(United Nations Office For West Africa and the Sahel)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OGA와 함께한 시간 덕이다. 

OGA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OGA의 강의 커리큘럼은 UN과 글로벌         

아젠다부터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까지, 개론과 최신 의제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전문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학문적으로는 테러리즘, 난민, 보건, 기후변화, 이주

문제, 북한인권, 분쟁, 기후변화, 식량안보, 지역기구, 개발협력 등 국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가 길잡이가 되었다. 

또 국제기구, NGO에서 근무하는 현직자의 생생한 경험담은 국제기구의 현실과 해결 과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

가 되었다. OGA에서는 단순히 국제기구에 진출만 하는 방법보다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한 가

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이제껏 참가한 그 어떤 국제기구 진출설명회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

었다. OGA의 강의를 통해 각 기구의 특성과 직무의 특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고 이는 UNV에 지원할 때 정

말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국제사회가 마주한 다양한 이슈를 섭렵할 수 있었기에 여러 차례에 걸친 면접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다. 

OGA의 또 다른 장점은 워크샵과 여름, 겨울 현장학습이다. 겨울 현장학습은 아쉽게도 연수 일정이 겹쳐서 참석하지     

못했지만 여름학기에는 약 2주간 국내 국제기구 탐방 활동을 통해 국제기구의 실제 업무환경과 프로젝트 진행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바라 본 국제기구의 근무환경과 업무 내용은 국제기구로의 진출을 한층 

더 희망하게 해주었다. 가을 학기에 진행한 워크샵에서는 국제기구 실무자와의 시간을 가지며 꿈이라는 그늘 아래 가려

진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했다. 또한 워크샵을 통해 OGA 동기들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같은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틀을 깨는 창의력과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동기들은 나에게 자극이 되기도, 위로가 되기

도 했다. 또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각자 다른 속도로 살고 있는 동기들이 누구보다 값진 조언으로 도와주곤 했다. 같

은 꿈을 향해 함께 노력하며 서로 다독여줄 사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다시 없을 행운이다. 

흔히 어떠한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계기를 터닝포인트라고 한다. 내게 OGA는 막연했던 진로를 구체화하고, 국제

기구에 진출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요건을 파악하고, 다양한 계획을 세워 준비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만나고, 같

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터닝포인트다.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던 내가 분쟁과 평화

구축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UNV 프로그램으로 세네갈 UNOWAS(United Nations Office of West Africa and the Sahel)에

서 근무하며 UNV로 국제기구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꿈이라는 단어에서 설렘보다 두려움을 더 느끼게 되었

을 때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도와준 OGA의 1기 펠로우로서 무한한 감사와 자부심을 느낀다. 

양희수 _ 유엔아동기금(UNICEF) UNV (세르비아 소재)

 안녕하세요. 저는 OGA1기 양희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은 UN기관에서 일하는 국제공무원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거치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잠시 잊고 지내기도 했었지만 대학교 2학년 때 멕시코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제 꿈과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여러 기회로부터 소외된 개도국의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후 대학원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전공하며 국제개발과 관련된 공부를 하였습니다. 대학원 재학 중에는 온

두라스에서 인턴을 하며 국제기구 직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온두라스에서 인턴을 하며 농촌 

지역 교육 개발을 위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개발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심을 가

지게 되었습니다. 석사 학위 논문을 관련 주제로 작성하며 그 분야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마침 외교

부에서 매년 두 번씩 모집하는 UN Volunteer 프로그램에 관련 직위에 대한 공고가 올라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

과 올해 3월 UN Youth Volunteer로 세르비아 UNICEF 사무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세르비아에서는 국가 아동 인권 실태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아동 인권 관련 지표를 개발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예정입

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논문을 쓰며 또 인턴으로 일하며 직,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분야라 유니세프에

서 새롭게 할 경험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UN 기관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만큼 걱정도 많이 되지만 세르비아에서 많

은 경험을 하고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역량을 갖추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르비아에 가서도 OGA 

봄학기, 가을학기에 들었던 강의들, 여름학기, 겨울학기 현장 학습을 통해 직접 보고 느꼈던 것들을 기억하며 실제적인 

업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국제기구에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

계연구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지 사무소에 가서도 잊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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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_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UN ECLAC) 인턴 (칠레 산티아고 소재)

안녕하세요. 저는 오는 3월부터 칠레 산티아고에 소재한 유엔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ECLAC) 본부 경제

개발부서 인턴으로 6개월 간 파견을 나가는 장군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들

의 꿈을 응원해주시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일민국제관계연구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동안 온드림글로벌아카데미 1기로 참여한 경험은 다양한 분야의 국제이슈와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배움의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인턴 기회를 얻는 데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봄학기를 처음 시작

하던 날 오준 前주유엔대사님의 강의 후에는 이장근 외교부 국제기구국장님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의 국

제기구 진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의에서 이 국장님은 여전히 현저히 부족한 대한민국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국제기구를 꿈꾸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턴 기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

개해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번에 제가 참여하게 된 외교부 주관 중남미 지역기구 파견 인턴 선발 제도였습니다. 

당시 저는 1년 간의 멕시코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중남미 지역에 대한 관

심으로 자연히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의 후 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검

색을 통해 상반기 파견자 선발이 보통 11월 중에 이루어 진다는 것을 확인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었

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교부와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중남미 논문 공모전을 알게 되었고, 좋은 

기회로 입상하게 되어 인턴 파견자 선발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필기시험과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온드림글로벌아카데미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동 프로

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동기 양희수양을 통해 다양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지원한 ECLAC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산하 5개 지역경제위원회 중 하나로 또 다른 산하 위원회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

회위원회(ESCAP)의 송도 소재 동북아사무소 남상민 부대표님의 봄학기 강의와 여름학기에 이루어진 실제 기관 방

문은 기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온드림글로벌아카데미는 향후 국제기구 진출이라는 꿈을 좇는 데에 좋은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양질

의 강의와 훌륭한 동기들과 함께하며 1년 동안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자극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저는 6개월 간 치열하게 배우고, 느끼고, 고민하고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드림글로벌아카데미 소개

미국 현장학습 보고서

뉴욕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손수지

·UN Headquarters 황지희

·UN CTED (UN Briefing: Counter-Terrorism) 양소희

·UNDP 이현주

·UNDP 임마누엘

·UNICEF 강유리

·Human Rights Watch 윤성아

·Teach for All 김연수

워싱턴DC
·주미대한민국대사관 김예은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김광우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엄기영

·Council on Foreign Relations(CFR) 임현진

·Holocaust Museum 한지아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OAS) 장군

·InterAction 차수진

·World Bank 양희수

·World Bank 최민영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Facebook 정혜윤

·Google 한의진

·UDACITY 장선경

·NVIDIA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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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손수지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주유엔대한민국 대표부는 어떤 곳인가?

1월 9일 미국현장학습에서의 첫 기관 방문으로 뉴욕에 위치한 주유엔대한민국 대표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주유엔한국

대표부는 다자협력의 무대인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지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대한

민국 정부 수립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엔과 대한민국 간의 각별한 관계 유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유엔 내 관심 제고 계기를 위해 2017년 11월 13일에 열린 ‘평창의 밤’ 행사를 개최하는 등 유엔 내

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재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글로벌 이슈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며 앞으로의 세계무대 속 대한민국을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태열 대사님께서 바라보는 현 그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UN외교

■ 주유엔대한민국 대표부의 역할

한반도 문제는 주유엔대한민국 대표부 업무의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업무의 40%를 차지하는 세계무대 속 한국의 기여도 (대한민국이 글로벌 이슈에 어떻게 기여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며 계획하는 것입니다. 

■ 한국의 3 Vision Statement

모든 국제문제의 핵심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의 한국외교의 목표는 선진국과 개도국

의 교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처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한국은 의제를 선정하고,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할 적임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5 E. 45th St., New York, NY 10017

방문일시: 2018년 1월 9일(화) 10:00 ~ 11:30 Facilitator, Supporter 그리고 Initiator (agenda setter), 이 세

가지 actor로서 다자외교 분야에서 한국이 목표하는 바는 큽

니다.

1.  Facilitator: 한국은 1996년, 2013년에 각각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진추랬고, 2001년 유엔 총회의장을 수임했

고, 경제사회이사회와 인권이사회 등 주요 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한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정치민주화와 산업화 경험은 독특

한 강점이기에 앞으로 다자외교 무대에서 촉진제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2. Supporter: 개도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3.  Initiator: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사례를 바탕으로 agenda 

setting을 하는 것입니다. 비전통적으로 안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중

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역할을 한국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사님의 의견

은 개도국, 선진국보다 한국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고, ODA Development 시 개도국의 한계 및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떠오르는 국제이슈    

의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한국형 개발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

유엔 내에서 convener 즉, 회의소집 역할을 수행하며 ‘Bridge-builder로서의 평판을 그간 다져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전략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한 분야의 tactical success가 전략적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적 전략적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한국만의 역할, 한국만이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찾아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선택

과 집중을 하며 strategic paper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대사님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종합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끌어가야 하는데, 한국은 시스템이 분절화 되어 있어서 rhetoric

에 content를 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유엔 내에서 한국은 많은 성과를 내고 높은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오준 대사님께서 ECOSOC 의장을 역

임하셨고, 최경림 주제네바 대사님께서 인권이사회 의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조태열 대사님께서 Peace Building 

Commission (PBC) 의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국은 유엔의 3대 축인 지속가능개발, 인권 그리고 평화안보

를 구성하는 분야의 의장을 맡았습니다. 특히 분쟁지역 혹은 잠재적 분쟁취약국을 치유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PBC

의 유엔 Peace&Security 분야에서 한국이 활약을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가운데, 작년에 처음으로 평화안보 이슈를 이

끄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현재 이슈에만 관심을 두고 평화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하지 않기에 

주유엔대표부 조태열 대사님과 함께

UN Headquarter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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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평화를 관리하지 못하는 안보리와 PBC의 경쟁구도를 보완관계로 바꾸는 데 한국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PBC의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은 이러한 

성과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UN내 12위, PKO 15위 수준의 재정기여 위상을 갖고 있고, 한국이 대부분의 

업무에 참여하며 동시에 중요한 actor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한국 내 국제문제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적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북한 핵문제 등에만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한국인 시각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10년 동안 무엇

을 했고, 어떤 기여를 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국제사회를 보는 우리의 편협

한 시각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입니다.

어떻게 세계화(Globalization)를 마주할까?

대사님께서 Thomas Friedman의 <The Lexus and the Olive Tree>라는 책을 소개하시면서 세계화된 사회에서 성공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세계평

화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Friedman이 9.11 테러는 닫힌 사회에서 자기 이익만을 쫓는 사람들이 일으킨 사

건인 반면, 유럽 냉전과 독일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1.9은 열린사회에서 다름을 존중하고 살고자 하

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묘사했듯이, 대사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합하려는 것이 아닌 다름을 인

정하고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히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로써 중요한 자세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중견국 외교로서의 개념화

현재로서 한국은 다양화된 사회, 자유시장경제체제, 익숙한 속도전으로 인해 세계화 사회에서 경쟁하기 좋은 환경과 

mindset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그 외교의 흐름을 잘 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자외교의 많은 부분에서 개념

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들에서 신뢰외교가 무엇인지 아직 개념화를 하지 못했고, 앞서 한

국외교의 목표인 선진국과 개도국의 교량이 되기 위한 한국 입장의 개념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정치와 상관없이 한국의 고유명사인 녹색성장 (Green Growth), 새마을운동 (SMU) 등의 소유권

을 가지고 외교자산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한국만의 브랜드화를 이루어 발전시켜야 하고, “동북아

평화회담은 무엇인가? six-party talk이랑 다른 점은?” 등의 끊임없는 질문을 통한 개념화 과정도 필요합니다. 특히, 

녹색성장은 한국이 처음 만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진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We have to know something about everything

대사님께서는 외교관들의 삶을 전쟁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깊이 있게는 몰라도,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모든 일들 (예: 기후변화)을 전문가 수준으로 알아야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

을 습득하고 매일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과 글로 표현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주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학부 생활 4년 동안, 20번이 넘는 현지조사와 연구를 하며 제가 깨달은 점도 이것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주위 하숙

문화를 연구하면서 몇 십 년 전의 역사에 대한 문헌 자료, 단행본 등 사전연구를 해야만 그 흐름을 캐치할 수 있었

고,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하면서 그저 하숙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포함한 문화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의 그리고 

현재의 한국 및 서울 내 정치적, 사회적 동향을 살펴보고 알아야 그 성찰과 이해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

었습니다. 또한 안산시에 의해 주도된 안산 다문화 마을 특구의 관광화의 의도와 방향성, 관광화가 잘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점에서 시작한 현지조사를 하면서 단순히 안산시와 이곳 인구의 주를 이루고 있는 외국인뿐만 아니

라 그 외에 수많은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당사자들, 각 당사자들이 안산 다문화 마을을 어떤 식으로 담론화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다문화 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알

아야만 했었습니다. 앞으로 더 꾸준히 비록 한 분야이지만, 그와 얽히고설킨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공부해

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감 있는 국제기구 진출 꿈을 꾸자

위 문장은 조태열 대사님께서 국제기구 진출 목표를 가지고 방문한 저희에게 주는 조언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국제기구 진출하는 방법 중 JPO도 적합하지만, 국내에서 최고 전문가 및 외교관이 되어서 국제기구로 진출하는 방

법도 좋은 것 같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기회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자세

를 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국제기구 내 업무문화는 자기주장을 강하고 똑부러지게 할 줄 알아야 

하는 자기 PR 문화인 서구문화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취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경쟁욕구를 가지고 자기

과시를 제대로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예로, 대사님께서 WTO 최초로 EU, 미국, 캐나다 호르몬 쇠고기 공개 분쟁패널 심리 재판장을 맡으시기 전, 법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맡으셨을 때는 개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처음 오는 기회이고, 언제 이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해보자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제안을 승낙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패널심리를 위해 대사님께서도 많은 

공부와 준비를 하셨지만, 준비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고 WTO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심리절차를 전면 공개

한 의장으로 기록에 남으셨습니다. 저 또한, 이주난민 그리고 교육에 더욱 치열히 공부하고 준비하여 언제든 국제무

대에서 난민들의 복지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스펙 경쟁’이 매우 치열해 저 또한 국제기구 종사자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들어갔는지를 조사하

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사님께서는 스펙 없이도 진취적 성격, 업무능력 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며 말씀하셨고, 도전+진취적 계획을 가지고 중단기 계획을 세워보라고 하

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지 몰랐던 저는 온드림글로벌아카데미를 통해 국제기구 진출희망자로서 필요한 지

식들을 습득하고, 대사님의 뼈있는 조언을 듣고 한 학기를 남겨둔 학부생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보

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현지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현지조사를 하는 필드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앞서 대사

님께서 말씀하신 한국만의 역할, 부가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에 더불어, 저 또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work ethic을 

가진 멀티플레이어 그리고 interpersonal skill을 갖춘 필드전문가가 되기 위해 언어와 현지조사경험 장점을 살려 제가 

난민 이슈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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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Headquarters 
801 First Avenue (Corner of 45th Street), New York, NY 10017

방문일시: 2018년 1월 9일(화) 12:45 ~ 14:45

황지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졸업

맑고 화창한 화요일 오전 사실상 국제기구의 중심이라고 하는 UN 본부를 방문하였다. UN본부는 맨해튼 동부 허드

슨(Hudson) 강가에 위치해 있으며 그 주변으로 대한민국 주유엔대표부와 UNDP 본부 등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우

리 OGA 팀은 국제기구 및 국제 NGO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막상 UN 본부 방문은 대부분은 처

음인지라 모두 부푼 기대를 안고 본부를 방문하였다. 

우리 팀은 오후에 있을 브리핑 세션에 앞서 UN 본부 투어를 하였는데 이는 전문 가이드의 인솔에 따라 UN의 주요기

관을 방문하고 각 기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UN 본부 가이드투어는 대략 45분에서 60분 간 이루어지

며 4개의 주요 기관 - UN 총회 (General Assembly), 안전보장이사회 (Security Council), 신탁통치이사회 (Trusteeship 

Council), 경제사회이사회 (Economic and Social Council) - 을 둘러보고 2030 Agenda인 지속가능한개발목표에 대

해서도 짧게 설명을 제공한다. 가이드투어는 UN 공식 언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로 제공

하고 있으며 가능한 경우엔 한국어로도 제공이 된다. 

UN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45년 10월 24일 세계평화를 위해 출범하였다. 출범 초기 51개 회원국으로 시작하여 

2011년 7월 남수단을 가장 마지막으로 현재 193개의 회원국이 있다. 현재 제 9대 UN 사무총장은 안토니오 구테헤스 

(Antonio Guterres) 이며 한국인 출신으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2007-2016년 총 10년 간 재임한 바 있다. UN 본부는 

UN 총회 빌딩 (General Assembly Building), 회의장 빌딩 (Conference Building), 사무국 빌딩 (Secretariat Building), 함

마르셸드 도서관 (Hammerskjold Building) 등 총 4개의 빌딩과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높은 빌딩은 사무국 빌

딩으로 39층 건물로써 대부분의 UN 본부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UN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UN 사무국 등 6개의 주요 기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

제사법재판소를 제외한 5개 기구 모두 뉴욕 본부에 자리잡고 있다.

투어가이드는 회의장 빌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회의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된

다. 안보리는 UN헌장 제 24조에 의거 국제 평화와 안전

의 유지에 대한 제1차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5개의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10개의 비상

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이사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UN 설립에 있어 주요 역할을 한 국가들이다.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2년 마다 선출되며 국제평화

와 안전유지 및 UN의 기타 목적에 대한 공헌도와 형평

성, 지리적 안배 등이 고려된다. 안보리는 UN 헌장에 의

거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분쟁을 심사, 중개, 조정함에 있

어 분쟁당사국들이 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권고가 효력이 없을 경우 간섭 또

는 강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 총회 결의가 

의결되기 위해서는 15개국 중 9개 이상의 찬성표가 요구

되며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Veto)하는 경우 결의안은 통과될 수 없다. 안보리 회의장은 노르웨이 건축

가가 설계하였으며 말발굽 모양의 원탁 테이블이 특징이다. 

안보리 회의장 옆으로는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이 있다. 신탁통치이사회는 UN의 전신인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위임통치위원회의 후속 기관으로, 신탁통치 지역 주민의 자치능력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UN 창설 

초기에 신탁통치 지역으로 총 11개 지역이 있었으나 그 동안 모두 독립을 하였고 이에 따라 1994년 11월 1일부로 신탁

통치이사회의 활동도 정지하였다.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은 덴마크 건축가가 설계하였으며 회의장 왼편에는 자유를 

상징하는 두 팔을 번쩍 든 여성 조각상이 신탁통치이사회의 성격을 대변해주고 있다. 현재 회의장은 신탁통치이사회

의 활동이 정지됨에 따라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 왼편으로는 경제사회이사회(이하 ‘ECOSOC’) 회의장이 위치해 있다. ECOSOC은 UN에서 경

제개발, 사회, 인권에 관한 제문제를 다루고 인류 전반의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 이는 총회의 3분

의 2 다수로 선출되는 5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한정기관이며 각 이사국의 임기는 3년이다. 경사리에는 상임, 비상임

의 구별이 없으며 매년 정기총회에서 18국씩 선출된다. 오늘날 UN 업무의 70 퍼센트 이상이 삶의 질 향상, 경제사회

의 발전 및 개발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ECOSOC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ECOSOC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인권보장, 빈곤근절을 위해 협정을 맺고 있는 16개 UN 전문기구들의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등의 여

러 활동을 지휘 및 조정한다. 16개 전문기구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 등이 있다. 

ECOSOC 회의장은 스웨덴 건축가가 설계하였다.

UN 가이드 투어는 UN 총회의장을 끝으로 마무리 된다. UN 총회는 UN의 모든 업무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

으로써 전 가입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1945년 UN 창설과 함께 기능을 시작했다. 설립목적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및 

국제협력의 촉진이며 이를 위한 각종 조처, 회원국 가입승인, 예산심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로    

UN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UN 총회(General Assembly)

UN 총회(General Assembly)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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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열리며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 특별총회 또는 긴급총회가 구성된다. 총회는 1국 1표를 갖되 평등의 원칙을 

취한다. 총회는 7개의 주요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 밖에도 16개의 보조기구를 두고 있다. 총회의장

은 50미터 높이를 자랑하며 193개 회원국 대표들은 연단을 바라보며 앉는다. 각 회원국에겐 6개의 자리가 주어지

며 1,898개석에는 동시통역을 위한 이어폰이 일제히 설치되어 있다. 통역은 UN의 6개 공식 언어로 제공이 된다. 본 

회의장에서 열린 첫 번째 UN 총회는 1952년 10월 14일에 열린 제7차 정기총회이다.

UN본부 곳곳에는 각 회원국에서 보내온 각종 선물 및 예술 전시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회의장 건물 로비에는 역

대 사무총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또한 방문 당시 로비에서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특별전시회와 유니세프의 성

평등 관련 전시회가 진행 중이었으며 지하에는 서점, 방문자 센터, 기념품숍, UN 우표와 도장을 찍어 우편을 보낼 

수 있는 UN 우체국 등이 있어 방문객들에게 소소한 재미도 제공하고 있다. 서점 앞 벽에는 “한 명의 아이와, 한 명

의 교사, 한 권의 책, 그리고 한 자루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One Child, one teacher, one book, and one pen 

can change the world)”는 글귀가 눈을 끈다. 

이번 OGA 미국 현장학습을 통해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함으로써 UN 본부를 방문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전 보장에 관한 UN의 역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심도 있는 토론도 할 수가 있었다. 뿐만 아니

라 지난 두 학기 동안 OGA에서 배운 UN에 관한 여러 배경지식을 다시 확인하고 미처 몰랐던 UN에 관한 여러 사

실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무엇보다도 방문을 통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국제기구 종사에 대한 열정과 꿈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 왠지 모를 벅찬 감동을 느꼈다. 교과서와 매체를 통해서만 접하던 UN 본부를 직접 보고 듣고 

느낌으로써 다소 멀게 느껴졌던 UN이 보다 친근하게 다가왔고 이후 방문할 다른 국제기구와 국제 NGO, 기업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UN을 시작으로 약 열흘간 진행된 현장학습을 통해 국제기구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세계시민으로써 세계평화와 빈

곤근절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현재 국제 사회가 어떠한 흐름에 놓여 있으며 그 속에서 내가 어

떠한 자세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일민국제관

계연구원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 감사드리며 현장학습을 책임지고 인솔해주신 OGA 스텝 분들께도 감사 말씀

을 전한다.

UN CTED 
(Conter-Terrorism Committee Executive Directorate)

방문일시: 2018년 1월 9일(화) 15:00 ~ 16:00 

양소희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1. UN CTED 브리핑 정리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9/11사태를 계기로 테러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UN 차원에서는 기존의 UN Charter 7번을 기반으로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 대하여 테러 조직에 대한 자

금지원, 병참지원 차단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결의안 1373 (2001)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을 기반으로 Counter-Terrorism Committee (CTC)가 처음 설립되었으며, 이후 지금까지의 제재 계획을 적

극적으로 실행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 1535 (2004)가 연이어 통과됨에 따라 Conter-Terrorism Committee Executive 

Directorate (CTED)가 추가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CTED는 UN 산하의 특별 정치 기구 (Special political mission)로, 

전 세계 UN 회원국들이 결의안 1373번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실행하도록 촉진, 자문,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주로 맡

고 있으며 테러 대응에 관한 일련의 주요 결의안 (1624, 2178 등) 의 실행, FTFs(Foreign Terrorist Fighters) 및 CVE 

(Countering Violent Extremism)으로서의 역할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CTED는 테러리스트 ‘사살’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리스트에 대한 ‘법의 심판’을 목표로 합니다. 각 회원국이 

테러리스트를 재판에 회부하고, 심판을 받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국제 기관과 협력하여 이를 지원하거나 직접 

해당 국가에 방문해서 사법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기관과 대화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가 방문 및 미팅, 조

사 활동을 마치고 보고서를 CTC 및 UNSC에 제출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보고서에는 현상 분석과 평가 뿐만 아니

라 ‘왜 테러리스트가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도 제공하는데, 이는 테러 활동을 정당화하는 것과 명

확히 다른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브리핑에 따르면 CTED는 지금까지 UN 회원국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약 100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UNSC가 닿

지 못하는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한 성과를 인정받아서인지, 기존 2017년까지였던 활동 기한이 결의안 2395(2017) 만

UN 본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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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치 통과를 기점으로 2021년까지 연장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 중 하나는 CTED가 단순히 

전통 안보 요소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

니다. 인간 안보에 해당하는 빈곤, 역량 결

핍, 인권 침해, 기회의 부족, 삶의 질 격차에 

대한 사안도 많은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

인권법, 국제난민법 등의 실행과 위반 사항

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글로벌 이슈 시사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오늘날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테러 

활동은 점차 그 시기, 장소, 대상 등에 다양

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파리 테러, 영국 

웨스트민스터 테러, 시리아 민간인 집단 처형, 올랜도 총기난사사건, 이집트 모스크 테러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

차별적인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사이버 테러 등 물리적인 장소에 한정되지 않은 테러까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9/11 발발 이후 본격적으로 대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각종 제재(sanction)안을 

결의했으나 다양한 규모의 모든 테러를 안보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CTC 및 CTED의 활약은 국제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러 활동에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가담한 세력을 각 국가의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범세계적 테러리즘 근절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입니다.

국가/지역단위의 지속 가능한 반(反)테러 움직임 촉진

테러 대응이 국제회의체 주도의 결의안 통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국과 지역 협력체가 주도적으로 협

의 사항을 이행하고 반테러 활동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데 있어 CTC와 CTED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

다고 보여집니다. 국가를 방문하고 미팅, 조사, 대화를 진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 단위의 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문을 제공하며 보고서를 도출해 UNSC 등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등이 테러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온라인 테러리즘 대응 역량 강화

를 위한 KSP Project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회원국과 민간기구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우선적인 목

표로 두고 있습니다.

인간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담론 강화에 기여

테러리즘을 다루는데 있어 많은 요소가 전통 안보 (군사적 안보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전통적 안보요소는 테러리즘 대응 담론에서 거의 주목 받지 못해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UN 대표 테러 대응 전담 특별기구인 CTED의 인간안보 이슈에 관한 주목은 상당한 의의를 지닐 수 있습니

다. 브리핑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빈곤, 역량 결핍, 기회의 박탈과 접근성에 대한 격차 등에 CTED 차원에서 인식을 

하고 중점 과제의 일부로 삼고 있음은 점진적으로 테러 분야에 있어 인간 안보 강화에 대한 인식과 담론의 깊이 형

성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3. 개인 시사점

CTED 브리핑 참석은 기존에 대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구조나 역할에 대해 이해의 깊이를 한층 더해준 기회였다

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계획하고 결의하는 곳이 있다면, 이렇게 도출된 

협의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및 평가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주체 또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심에 위

치한 국제기구, 산하 협의체, 나아가 지역과 국가 단위의 협의체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며 상호보완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각 주체의 명확한 역할 인지, 효율적인 소통 구조와 액션 플랜 설계가 중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간개발분야에서의 공공정책 설계와 분석에 중점을 두는 기구에서 활약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안전과 평화 보장’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CTED의 역할, 최근 프로젝트, 테러리

즘 대응을 위한 협력구조를 새롭게 배우고 나아가 이들이 비전통적 안보 요소인 인간 안보 이슈에 관해서도 많은 관

심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되어 안전과 평화 보장에 대한 시야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테러 제재

를 넘어, 이후의 Peacebuilding Process를 체계적으로 건설하는데 있어 어떠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학습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4. 전체적인 소감

6개월간의 OGA 펠로우 활동과 2주간의 미국 현장 학습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거리를 남겨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UNDP, UNICEF등과 같은 기구에서 대표적

으로 실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실무자로부터 직접 배운 것,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과 같이 우리나라 외교 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뵌 것, 9/11 Memorial과 Holocaust 등 차별, 혐오, 갈등으로부터 파생된 현대사의 비극과 지

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비추어본 것, IMF와 World Bank 같은 최대 국제금융기구를 방문하고 Facebook, Google

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서 선두를 지키는 세계적 기업들을 방문한 것. 짧은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것

들을 보고 느끼며 앞으로 배워나가야 할 깊이와 바라보아야 할 다면의 세계를 차근차근 가늠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

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끝없이 이어지고 절망을 자아내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

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려고 치열하게 애쓰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한다

는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OGA 1기로서 깊이를 다져간 시간들을 밑거름 삼아 저 역시 세계 곳곳의 소외된 존재

들에게 그럼에도 살아갈 용기와 위안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해나가야 할 것을 치열히 고민하

고 행동하며 단단히 성장해나가겠습니다. 

UN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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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열정을 품고 있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꿈을 향

한 열정이 이상적인 산물이라면, 꿈에 이르는 길은 다

분히 현실세계의 일이기 때문이다. 분명 국제기구를 

가고자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또 다른 사회이자 과제

인 대학원 생활에 익숙해져가면서, 안주하고 싶어지

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오랜 꿈과의 권

태기의 시점에 우연한 기회로OGA를 만났으며, 마침

내 OGA 1년의 결실인 미국 현장학습을 다녀오게 되

면서, 다시금 잊고 있었던 세계를 위해 일하고자 하

는 열정이 되살아났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약 12

일간의 (2018년 1월 8일 ~ 20일) 일정 동안 뉴욕, 워

싱턴 DC, 샌프란시스코 소재 중요27개의 기관 및 장

소를 방문하면서, 장소 자체가 주는 현장감과 국제사

회 혹은, 한국과 미국의 번영을 위한 직원 분들의 열

정을 몸소 느꼈다. 

미국 현장학습의 모든 일정은 유익했으며, 개인적으

로 매우 고무적이었다. UN본부와 UN의 산하기관, 

NGO 가 밀집해있는 뉴욕은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인생의 한 번쯤은 꼭 일해보고 싶은 도시였으며, 미국의 정치, 역사적 중심지로서의 워싱턴 DC는  모두

가 바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이 담겨있는 도시였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는 미국의 미래, 더 나아가 세계

의 미래가 담겨있는 도시로 꿈과 미래의 엔진을 품은 도시였다. 소위 세계화가 진행되고, 교통과 통신 기술이 발달하

면서, 시공간이 결합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세계화의 지역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권력과 자원은 분산되

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이 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일이었으며,   

세계를 무대로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부러운 부분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은 견학 3일차에 방문한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

이었다. UNDP는 1966 년 1 월 1 일에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를 목표로 조직된UN 개발관련 산하 기관이다. 우리를 반

갑게 맞아주신 UN의Assistant Secretary General 이자, Asia Pacific Regional Director이신, Haoliang Xu님은  UNDP

의 전략적 목표와 사업 그리고 본인의 국제기구 진출 계기와 과정을 소개해주셨다. 평소에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심

이현주  KAIST 경영대학 녹색성장대학원 석사과정
이 많았던 탓에 유독 이 일정을 고대하고 있었던 차였다.

현재 UNDP는 MDGs(밀레니엄개발목표)에서 SDGs(지속

가능발전목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UN서비스의 조율

성, 신뢰성, 성과를 향상하라는 UN 개발분야 개혁에 따라 

앞으로 다음과 같은 향후 4년간의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조직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관은 

글로벌 개발 자문, 이행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SDGs 이

행 국가지원 플랫폼 제공자의 역할을 통해, Keep People 

Out of Poverty, Governance for 2030, Reverse structural 

gender inequality, Close the clean energy access gap, 

Multidimensional Resilience, Nature-based solutions & 

others to come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사회에 이

바지 하고 있다. 특히 UNDP의 개방적이며 수평적인 조

직문화로 유명한데, 이는 혁신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UN조직의 관료주의(red tape)를 경계하고자 노력으로 

사료된다.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UNDP의 기치는 이러한 조직문화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UNDP뉴욕 본사의 사무실은 전반적으로 낮은 칸막이의 오픈 오피스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밝은 톤의 분

위기와 큰 회의공간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이어, Haoliang Xu 님은 현재까지 아태지역 주요 사업을 모아 정리한 요약집을 나누어 주시며, 이 지역의 떠오르는 

이슈와 이를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을 간략히 소개해주셨다. 현재,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은 중국으로 인한 새로운       

세계 권력 판도의 변화, 급속한 도시화, 기후변화, 가속화되는 부의 불평등, 4차 산업혁명이라는 숙제를 맞이하고 있

다. 이에 UNDP 아태지역 사무소는 가용 자원의 69%를 거버넌스와 평화 유지, 환경과 기후변화를 포함한 21%를 폭

넓은 의미에서 개발에, 10%를 회복력 증진과 복구에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디지털센터를 설치하여 

방글라데시의 주민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한 'A REVOLUTION IN SERVICE DELIVERY PROMISES QUALITY FOR ALL', 

미디어 콘텐츠와 캠페인을 통한 남녀평등 인식개선을 도모한'CAMPAIGNING FOR A ‘NEW’ NORMAL', 크라우드 펀

딩과 사가타(이슬람의 자발적 기부 문화)라는 혁신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으로 인도네시아의 물부족해결 프로

젝트'BRING WATER FOR LIFE'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혁신'이었으며,  UNDP 의 운영

과 사업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를 녹여내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한편, 조직의 성공적인 운영의 뒤에는 훌륭한 리더가 있다. 사무실에서 2시간 남짓 만날 수 있었던 Haoliang Xu는 존

경할 만한 성품과 능력을 지닌 그러한 지도자분이셨다. UN에서 맡고 있는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follower'

라고 칭하며, 그가 국제기구의 임원이 될 때까지 겪은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주셨다.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 United Nations Plaza, New York, NY 10017

방문일시: 2018년 1월 10일(수) 10:00 ~ 11:30

Haoliang Xu와 함께

Innovate. Create. Change. New Ideas that Power SDG Progress in Asia and the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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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장학습 보고서

네덜란드 정부 지원으로 UNOPS(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의 JPO로 입사한 다음 UNDP 카자흐스

탄에 입사하기까지의 그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원래 엔지니어였던 그가 UNDP에 이르기까지 6개의 인턴쉽

을 거쳐야 했으며, 그 중 5개는 무급으로, 생계를 위해 뉴욕에서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했다는 이야기는 좌중을       

감탄시켰다. 그러나 힘들어도 인턴쉽은 자기가 맞는 일을 찾는데 꼭 도움이 된다며, OGA에게 인턴쉽으로 경험을 쌓

을 것을 추천하셨다. 이어 커리어에 있어 동시에 추구해야 할것은 'UNIQUENESS' 라는 점을 강조하셨다. 예를 들어 

자신이 미래를 바라보고 러시아어를 배운 것이 카자흐스탄에 나온 공석에 지원할 수 있었듯이, 남다른 언어를 배우

고 전공, 경험을 쌓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쌓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 그의 전언이었다. 또한, 자신이 주변에 

그러한 일을 상시 찾고 있다는 것을 알려 기회를 모색하고, 일을 선택할 때는 만족도가 높고 행복한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며, Haoliang Xu님은 인생선배이자, 국제기구 진출 선배님의 눈빛으로 가슴 깊은 조언을 해주셨다. 정말 국제기

구 진출을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현실적이고 주옥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었다. 어쩌면 그의 남다른 삶의 대한 태도는 

힘들었지만 값진 경험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지난 2017년 여름 짧게 나마 UN 산하 기관에서 인턴쉽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느낀 UN에 대한 

안타까운 점은, UN에 지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생각만큼 자신의 일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찾기 좀

처럼 힘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UN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물들던 차에,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Haoliang Xu님이

라는 국제사회를 위해 일하는 바람직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다. UNDP방문은 본인에게 

국제기구 커리어의 시작 지점인 '롤모델'이라는 동기를 선물했고, 그래서 더욱 기억에 남는 미국에서의 시간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래로 미국은 세계 질서의 중심축을 형성해왔고, 여전히 패권국임은 확실하다. 이러한 세계 질서 속

에서의 미국과 그들의 프레임으로 엿볼 수 있었던 국제기구의 모습은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남겼다. 몇 일은 강대

국와 약소국의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이 견고해져서 무력감이 들기도 했으며, 또 몇 일은 전쟁의 승자인 미국이 기여

한 유엔 중심의 국제 권력 분배 시스템에 세계 화합과 평화의 가능성이라는 희망에 벅차기도 했다. 이것이 국제기구

의 직원이라면 가져야 할 국제정세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라면,  이번 미국 현장학습은 꿈에 이르게 하는데, 혹은 꿈을  

현실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의지하며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OGA 1기 

친구들을 소개받고, 서로 우정을 쌓을 수 있었던 소중한 동거동락이었다. 다시금 굳어가던 가슴에 뜨거운 열정의 불

을 타오르게 해주신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 United Nations Plaza, New York, NY 10017

방문일시: 2018년 1월 10일(수) 10:00 ~ 11:30

임마누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졸업

Clearing security, leaving the elevator and entering 

through the glass doors of the New York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Regional Bureau for Asia and the Pacific (RBAP), I 

was struck at the significance of the moment and 

the trivial ceremony that preceded it. Behind the 

glass doors etched with the United Nation’s symbol 

of olive branches surrounding the world, our team of 

19 students were warmly greeted by a staff member 

who showed us to the conference room where we 

were to meet with our speaker. He entered in a suit 

and tie and contrary to our expectations did not sit at 

the head of the rectangular table, but at the middle. 

Sitting at a table with Haoliang Xu, Assistant 

Administrator and Director of the UNDP RBAP is a 

memory not quickly forgotten. Again, Mr. Xu went 

above my expectations and asked us to introduce 

ourselves, not as a group but as individuals. Then 

he started his formal introduction of the UNDP, in 

general, and a couple of the projects RBAP is carrying out, in particular.

The UNDP recently has been reformed with three major tracks: Management, Development System, and Peace and 

Security. Management is concerned with making UNDP mor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with less bureaucracy 

– listed top of Aid Transparency Index for two consecutive years suggests a systematic change for the better. 

Development Systems is concerned with aiding the transition from MDGs to SDGs by empowering resident 

coordinators, assigning new generation of country teams and finding a new way of working. Peace and Security 

concerns itself with achieving peace and security measure across the UN tools and pillars by uniting the political 

operational structure with a principals groups and focus of prevention of violence.

With the above reforms, the UNDP has two core offerings: 1. Global Development Advisory and Implementation 

Services, which aims to strengthen and focus the expertise of the UNDP to provide development advice and 

operational implementation support to clients. UNDP is seen as an innovator of development solutions that are 

With Haoliang 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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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on specific criteria: (i) Significant and Quantifiable change, (ii) Integrated, Complex Issues (iii) Transformative, 

(iv) Leverages Partnerships, and iv) Applicable across Development Contexts. 2. Country SDG Platforms that support 

integrated UN Development Solutions to complex, interconnected development challenges in the 2030 Agenda.

Looking at RBAP within the UNDP. RBAP has a regional Hub in Bangkok with 24 country offices representing 36 

countries and territories. 3,626 individuals composed of fixed-term appointment, service contracts, and UNV staff 

it. Portfolio for 2017 included 69% on governance and peacebuilding, 21% inclusive development pathways, and 

10% resilience and recovery. Due to the Law and Order Trust Fund (LOTFA) 50% of RBAP funds were spent on 

Afghanistan.

Trends especially pertinent to the Asia-Pacific are the New World Order led by China and possibly India, Urbaniz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limate Change, Rising Inequality,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wo projects that 

deal with inequality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as presented in detail.

Our group viewed a commercial aired in Vietnam concerned with gender equality. The commercial was about a 

family – a breadwinner, homemaker, and a child. Without a background knowledge of the message of the video,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for some of those in our group to understand the need for this video – the breadwinner 

was the woman and the homemaker was the husband – a revolutionary setting for Viet Nam. The video was part 

of the campaign for a “New” Normal to engage youth in breaking gender stereotypes in Viet Nam.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especially important to RBAP. Bangladesh is a country where the technology has 

truly revolutionized the lives of those living in rural areas. Technology has allowed delivery of services where before 

people did not have access. Example of such services are agricultural service, telemedicine, and e-documentation. 

Agricultural Service from Union Digital Centre that allows farmers to obtain real-time professional advice on agriculture 

using mobile devices and using simple functions on the mobile phone such as the camera. Telemedicine allows 

people living in rural areas to meet a doctor to receive a diagnosis and prescription by video conference in a 

near-by location. e-Documentation is a service that aids the local people obtain official documents without having 

to travel long distances to the city.

UNDP is concerned with developing nations and as such needs to address the needs of these nations in today’s 

world. Some of the issues facing these countries are those that OECD countries have already encountered and 

overcome but in a different background. The political landscape is changing with America seeming to reverse its 

position to that of isolationism, a fatal blow to the League of Nations. Asia, specifically China is taking a more active 

role in world politics with its own style of ODA and India is starting to make a show of interest in world affairs. To 

me, the question that we all face in these turbulent times of change is what kind of future we envision. The day-to-

day questions seem pressing and change inevitable with most of humanity carried along by the current but there 

needs to be those people who are willing to challenge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and wrestle with the possibilities of 

tomorrow. To this end, I hope to hone my knowledge and expanding my horizon and expertise.

UNDP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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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EF 

유엔 아동 기금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는 1946년 12월 11일 설립되었다. 유니세프는 144개 가난한 

국가의 굶주리는 어린이를 위해 활동한다. 긴급 구호, 영양, 예방 접종, 식수 문제 및 환경 개선, 기초 교육 등과 관련

된 일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어린이와 여성을 돕기 위한 기금이다.

UNICEF Innovation Team

유니세프에 따르면 2015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에서 약 590만 명의 5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한

다. 사망 원인은 폐렴, 설사병 등으로, 의료 서비스와 구호 인력이 제때 제공되지 않는 이 나라 어린이들에겐 무서운 

질병들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 끝에 유니세프가 내놓은 답은 ‘디지털 기술’이었다. 2015년 유니세프 뉴욕 

본부에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GIC)’가 새롭게 생겼다. Mike Fabrikant 에 따르면 이곳은 “인간 중심의 디자인과 기

술 변화 관리 및 국제 개발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전문가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설명해주었다. 기술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곳의 설립 목표이다. 각국의 정부·기업·대학·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구

축해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한다.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3 United Nations Plaza, New York, NY 10017

방문일시: 2018년 1월 10일(수) 14:00 ~ 15:20

강유리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석사 졸업

유니세프와 파트너가 함께 만든 혁신 기술들

1. IoGT와 RapidPro로 얻는 무료 온라인 정보들 

올해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은 89.6%에 이른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의 인터넷 보급률은 20%도 채 안 되는 경우

가 많다. 인터넷이 없다면, 어려운 이웃들의 소식을 받아볼 수가 없다. 또한 인터넷은 갖가지 데이터의 저장소이다. 이

를 데이터를 분석해 현지에 필요한 물자나 약 등이 뭔지 알아낸다. 하지만 인터넷 없이는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없다.  

유니세프가 고안한 기술은 두 가지이다. ‘IoGT(Internet of Good Thing)’와 ‘RapidPro’다. IoGT는 무료 모바일 인터

넷과 웹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및 응용 프로그램이다. 성능이 낮은 기기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다. 실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선 10만 명 이상의 부모들이 IoGT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해 육아 정보를 검색한다.  

이것이 없었다면 엄청나게 비싼 데이터 비용을 치러야 했을 것이다. RapidPro는 SMS 보고 플랫폼이다.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급품·의약품 등을 잘 전달 받았는지, 자신의 건강 상태는 어떤 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보건 

당국에 알리게 된다. 

2. 저개발 지역의 SNS, 유리포트 

‘유리포트(U-Report)’는 39개국 4백만 명에 달하는 시민 기자단인 유리포터들이 전해온 소식을 취합해 정리한 공간

이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도구”라고 일컬어 지는 유리포터들은 휴대전화 SMS 

메시지와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자기 나라의 소식들을 유니세프에 전한다.

실제로 2014년 9월 유니세프는 라이베리아 유리포터들에게 ‘교사에 의한 성 학대가 당신의 지역사회에서도 일어나

고 있는가?’란 질문을 던지는 메시지를 보냈었다. 총 1만 3000여 명의 응답자 중 8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런 충격적인 결과에 유니세프는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메시지와 함께 학대를 당한 학생들을 상담·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시작했다.

UNICEF Innovation Team 간담회에서

UNICEF 본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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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홈페이지에선 ‘현재 청년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설문조사가 이뤄지

고 있고, 우간다 홈페이지에서는 유리포터들이 ‘청소년들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밖에도 유리포트는 지난 8월, 아메리카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어마가 상륙했을 때 큰 역할을 했다. 이 

지역 유리포터들은 10분에 한 번씩 현지 상황과 어마에 관한 정보들을 유리포트의 SNS페이지에 올렸었다. 덕분에     

유니세프는 1시간에 한 번씩 이 정보들을 취합해 홍수·산사태 대비 방법 등 재난 대처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해당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송할 수 있었다.

3. 비포장도로 위를 달리는 드론 

말라위는 아프리카 남동부 지역에 위치한 나라이다. 이 나라의 골칫거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면역세포가      

파괴되면서 인체 면역력이 저하되는 감염성 질환)의 확산이다. 성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정착되어 있지 않고 에이즈를 

치료할 의료 시스템도 발달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말라위 인구의 10%가 HIV 바이러스 보균자이다. 

또 2014년 기준 약 4만 명의 어린이가 HIV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는 엄마에게서 태어나고 있다. HIV의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이 필요하다. 이게 가능 하려면 아이의 혈액 샘플을 최대한 빨리 중앙 

병원 연구소에 보내야 한다. 그러나 현지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비싼 이동 비용과 열악한 도로 사정 때문에 검사 

결과 통보까지 최대 8주나 소요된다. 그래서 말라위 정부와 유니세프는 하늘을 나는 ‘드론’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Remarks

세션을 이끄셨던 Mike Fabrikant (Innovation Team Member)는 원래 사기업에서 활동하셨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현재 UNICEF에 소속되어 질병이나 재난관리 관련 데이터 수집 및 Mapping Project 등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해주

었다. 

그가 UNICEF에 일하게 된 동기는 민간 부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일을 하다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에        

본인의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영향을 끼치고 싶은 마음에 UNICEF Innovation Team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가 

UNICEF에 일하게 된 동기는 민간 부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일을 하다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에 본인의 역

량을 발휘함으로써 영향을 끼치고 싶은 마음에 UNICEF Innovation Team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Office Tour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했던 흔적이 곳곳에서 느껴졌다. 세상에는 계속 Issue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Team의       

노력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큰 희망과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었다.

Human Rights Watch 
350 Fifth Avenue, 34th floor, New York, NY 10118-3299

방문일시: 2018년 1월 10일(수) 16:00 ~ 17:30

윤성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경영학과

3일차의 마지막 기관으로 방문했던 Human Rights Watch는 Empire State Building 34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뉴욕

의 전경이 내다보이는 사무실에서 우리를 맞아주신 Emma Daly와 전화연결을 통해 Pam Sigh 분에게 전반적인 

기관소개 및 북한인권조사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Human Rights Watch(이하 HRW)는 인권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관으로, 현재 약 450여명의 조사원들

이 90여개국의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 HRW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인권침해 사례

를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100여명이 넘는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프로그램

은 크게 지역 별, 그리고 분야 별로 나뉜다. 떠오르는 새로운 분야로는 노인 및 장년층의 인권 관련 이슈와 환경 

관련 인권 이슈가 있다고 Daly 분께서 덧붙여 소개해주셨다. 

이러한 각 나라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때는 크게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그리고 진위여부 확인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사전 조사는 인권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세계의 수많은 인권침

해 사건 중 사건의 심각성, 지속성,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본 사건이 얼마나 묵인되어왔는지를 기반으로 HRW는    

현장조사를 할 사건들을 선정한다. 예외적으로, 예상치 못한 긴급 사례의 경우에는 전담 팀에서 기존 기준과 다

르게 신속한 판단 하에 현장조사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사전조사 단계를 거쳐 현장조사의 당위성이 증명되면 조사관들이 직접 그 나라에 가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

는데, 현장 조사를 할 때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HRW의 모든 현장 조사는 직접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조사 방식을 취하며, 이 과정에서 이들이 트라우마를 다시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와 더

Emma Daly (Communications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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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모든 조사는 피조사자가 능숙한 언어로(그렇지 않을 시 통역 대동), 구체적인 질문으로, 비공개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현장조사를 마치고 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아주 정밀한 진위확인 작업을 진행한다. 1차적으로      

조사관들은 피조사자들 간의 답변을 대조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진술들을 걸

러낸다. 그 후, 조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은 전문 검토 부서로 넘어가 내부의 2차 검토 작업을 거친다. 마지

막으로, 법률 담당 부서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법적인 이슈들을 점검하고 나면 최종보고서가 발간된다. 발간 이후

에도 사실여부와 관련한 오류가 발견될 시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인권침해사례 조사와 더불어 HRW에서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은 이러한 인권침해사례 보고서가 완성되

면 이를 기반으로 인권침해사례를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HRW에서는 다양한 전통, 비전통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으며, 미디어를 통해 적나라하고 광범위하게 인권침해사례 현장을 고발함으로서 궁극적으로 해당국

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디어를 활용한 옹호 사업 외에 로비활동도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정책 권고 사항들이 있다. 이러한 권고 정책들을 작성할 때 HRW에서는 지나치게 이상적이

고 비현실적일만큼 극단적인 권고사항들을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그러한 목표를 명시한 후에 작은 단계들을 서술

하여 제안하는 것이 실제로 조그만 발전이라도 이뤄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Daly분은 설명해주셨다.

한 편, HRW는 이러한 활동을 위한 자금은 대부분이 개인의 후원금에서 온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현재 HRW 예산

의 70%가 개인의 기부금, 나머지 30%가 재단 후원금이라고 하는데, 특히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일절 받지 않는

다고 한다. 그 이유는 조사현장의 중립성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인권 침해를 하지 않는 정부나 민간기업은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후원금을 받지 않음으로서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다고 Daly분은 설명해주셨다. 

이러한 HRW에 대한 설명 후에는 Pam Sigh 북한담당관 분을 전화 연결하여 실제로 북한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

을 수 있었다. Sigh 담당관은 북한은 아직까지 굉장히 억압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HRW 같은 비정부기관들이 활

동하고 그 안의 인권유린에 대해 정확이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하지만, 동시에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점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으며, 중국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한 압박이 계속되어야 한다고도 설명하셨다.

강의를 모두 들은 뒤 HRW에 대해 내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기관의 규모에 비해 이 기관이 가지는 엄청난 영

향력이었다. 400여명의 직원을 가진 이 기관이 하고 있는 일과 그 일의 중대성은 놀라울 정도였다. UN의 인권 관

련 기구들을 합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이지만 실제 현장조사부터 옹호 사업까지 하고 있고, 이를 기반

으로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내게는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다.

더욱이, 흔히 국제관계에서 말하는 UN의 ‘중립성’과는 다른 진정한 의미의 중립적, 독립적 기관으로서 HRW는    

1년 간 OGA에서 공부해 본 어떠한 기관과도 다른 비정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회원국의 분담금으

로 운영되는 UN의 다양한 결정과 결정에 대한 강대국들이 영향력, 안전보장이사회의 의결 과정 등에 대한 비판

이 있다는 걸 우린 배웠지만 나는 한 번도 UN이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다양한 국제 

NGO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회원국의 분담금, 혹은 기업 후원금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의 ‘비’

정부단체라는 특성을 의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HRW는 어떠한 정부의 후원도 받지 않음으로서 모든 정부에 중립을 지키고 오로지 이 단체의 미션인    

인권수호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NGO가 가져야 할 새로운 의미의 ‘중립성’이자 UN이 할 수 없

는 독립적인 국제단체로서의 역할이라고 느껴졌다.

또한, HRW와 같은 기관들이 앞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고, 또 

알리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분석 툴과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실제로  

1차 대조검토 작업을 위해 인공위성에서 찍은 이미지들을 활용하여 피조사자들의 진술과 대조해보는 방식을 도

입했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이와 같은 신기술 이용방안에 대해 현장조사 단계 뿐 아니라, 옹호사업 단계에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다.

이처럼, 본 현장학습은 내게 기관마다 정말 다양한 시사점을 던져주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작게는 개발협

력 분야에서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옹호사업, 그리고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신을 가지

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의 개발협력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중요할 지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들이었다. 또한, 

국제사회의 3가지 축인 정부기관, 국제연합기관들, 그리고 비정부기관들을 모두 방문하면서 다각적으로 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주체들이 협력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또한,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국제기구와 국제이슈에 대한 심층공부 후 실리콘 밸리의 기업들을 방문하면

서 민간기업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바와, 기술이 개발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한 아주     

시각도 갖게 되었고, 가치관을 기반으로 확립된 나의 직업관에 있어 국제기구에 도달할 수 다양한 경로는 물론, 

국제사회 일원으로 내가 직업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지난 1년 간 OGA 아카데미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미국 현장학습은 1년 간 배웠던 것

보다 많은 것을 내게 지식적으로, 개인적으로 깨닫게 했던 2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

고 경험한 2주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항상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일을 하며 사는 OGA 1기

가 되겠다.

간담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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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 for All 
25 Broadway, 12th Floor, New York, NY 10004

방문일시: 2018년 1월 11일(목) 9:30 ~ 10:50

김연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심리학과

1. About Teach For All

Teach For All is a NGO in the field of education that focuses on providing educational opportunity to children 

around the world. It was founded by Wendy Kopp, who wrote her Princeton undergraduate thesis on the issue 

of educational inequity and the problem with America’s public school education. Teach For All currently operates 

in 45 different countries, with its head quarter and Teach For America office based in New York. 

An interesting fact about Teach For All is that although it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ts works are operated 

locally by their partners. For each place that Teach For All operates in, the name of the partner organization 

becomes “Teach For (country name)”, such as Teach For Afghanistan. These local partners are also locally 

funded and independently operated, which makes this organization more horizontal rather than vertical. 

The work of Teach For All is simple: recruit and place teachers in under-resourced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The teachers are recruited among outstanding recent graduates or professionals, who are then 

committed to work for the organization for two years. One question that was raised during our visit was: “how do 

you pay all the teachers with such limited fund?”. Jennifer Brenneman at the Teach For All office answered that 

there are usually people who are eager to work for the organization no matter how much they get paid. Many 

of the teachers do their job for the sake of teaching, not for money. Thus we could see that this organization 

was very passion-driven. 

What makes Teach For All very special is its 

alumni program. Once completing the two-year 

service for the organization, teachers are put in 

the alumni group. Through this alumni program, 

people can start new projects with those who 

have similar interests, or get advice and help 

for their career. They also try to come up with 

solutions related to educational opportunity 

problems. It was shown that most of the alumni 

go to work for the educational sector after their 

service at Teach For All. In the case of Israel’s 

Teach First Israel, which is a partner group of 

Teach For All, 87% of the teachers for the program became actual teachers after their service. The power of this 

well-maintained alumni network has played a big role in helping Teach For All to grow.

To measure their impact, Teach For All conducts research for short term, medium term, and long term impact. 

In the case of short term impact research, Ensena Chile can be taken as an example. The goal of this research 

was to see if placing smart recent university graduates as teachers in a poor community of Chile would make 

a difference. They compared the school performance of those children who were taught by the university 

graduates to those who were not taught by them. The result showed that the first group improved in their 

performance. 

A medium-term impact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Teach For America, where they studied the impact 

of the organization on children of low-income household. According to this research which was conducted at 

Harvard university in 2015, it was found that children who were taught by Teach For America program lessened 

the achievement gap between them and the children from wealthy communities. This was possible because 

the children developed courage and belief that they are also compatible. In addition, thos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work in the educational sector later in the future.

Long-term impact research was conducted in London, England. The research was conducted from 2003 to 

2011 for 8 years, where the impact of Teach For All organization in London on public schools was measured.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was a public school in London that was showing the lowest performance in the 

whole country. Once Teach For All stepped in, the students’ performance slowly improved and later many of 

these schools in London showed high performance rate.

2. Related global issue

Global issue related to Teach For All is educational inequity. Education is important because it is a way of helping 

children become capable of helping themselves. The organization aims to bring sustainable development by 

providing children the tool to navigate the world, education. Educational gap is both a global and local problem. 

Teach for All에서

Teach for All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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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75 million children around the world do not have access to education. The reasons vary. It could be 

due to war, natural disasters, religious or cultural reasons, or because the school is too far to walk to. However, 

even if they did have access to education, many students sometimes choose not to go to school because they 

could spend the time on working more hours to make money. A solution that we discussed for such type of 

problem was to provide meals at school, so that children would come to school to eat and learn.

Sometimes, inequity exists not only in the access to education but also in its quality. This is the reason why 

Teach For America was created. America is the richest country in the world, yet the system of their public school 

education is far from perfect. Achievement gap exists among those who go to school in low income community 

and those who live in high income society. Think of Bronx and Upper State New York. In Korea, educational 

gap exists in the amount of private education students receive. Despite the well-functioning public education 

system, students are busy attending cram schools, and the academic results show a wide gap between those 

who receive additional private education versus those who don’t. These examples show how educational 

inequity can exist due to no access to education,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the existence of 

private educational sectors.

3. Relation to my career

Out of all the places that I visited during the trip, Teach For All was my favorite. Their goal of helping people 

become able to sustain themselves goes along with my goal in life, which is to help people help themselves. 

Although I am not in the education sector, Teach For All has inspired me to really search for what I can do to 

help people around the world. My goal is to provide people with psychological support through counseling, 

especially for those who are affected by war, natural disaster, and poverty. There exists many NGOs related 

to health, poverty, and hunger, but there aren’t many that work for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people. In 

many countries, depression and other mental illness are more common than cancer, affecting all age groups. 

My goal is to help people who do not have access to counseling fight mental struggles on their own through 

coaching and counseling. Especially those who are in most need such as refugees. Psychology and education 

might seem like totally different fields, but both require mentors that the participants can rely on. In addition, 

seeing the enthusiasm filled in the office made me realize that it is important to work for what you believe in 

and to love your work, because the passion shows great final results. Thus, through my visit at Teach For All 

and meeting workers who are passionate about their job and the mission, my desire to help people through 

providing psychological help has increased.

주미대한민국대사관 
245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방문일시: 2018년 1월 12일(금) 10:00 ~　11:30

김예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워싱턴 D.C.에서의 첫 날은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이하 주미대사관으로 지칭) 에서 시작하였다. 생각했던 것과 달

리 아주 조용하고 아담한 동네에 대한민국 외교의 최전방이라 할 수 있는 주미대사관이 위치해 있었다. 

주미대사관은 1949년에 창설되어 장면 대사가 초대 대사로 부임한 이래 현재 조윤제 대사님이 제 25대 대사로 재

직 중에 있으며 우리가 방문한 날에는 임웅순 정무공사님과 각 부서의 서기관님을 만나 뵐 수 있었다. 주미대사관은    

영사과, 경제과, 정무과, 의회과, 총무과, 한국문화원, 교육관실, 국방무관부 총 8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히  

우리는 정무과, 경제과, 의회과에 초점을 맞추어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한국과 미국이 두터운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미 관계의 특수성에 관한 이야기로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한-미 

관계의 특수성은 기본적으로 군사동맹에 기초해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시작으로 오랫동안 군사동

맹의 신뢰를 구축하였으며 한국은 특수한 국가 안보 상황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양자 협의체를 다각화시켜 왔다. 최

근에는 사드 배치에 합의 하였으며 한층 더 강화된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을 지속하는 등 두 국가는 긴밀한 이해관계

를 바탕으로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 FTA 개정협상에 관하여 많은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정 협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간과해선 안 될 것은 미국에게 한국은 주요 수

출국 중 하나라는 점이다. 교역량으로 본다면, 한국과 미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

로는 재외동포이다. 현재 미국에는 200백 만 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 전체에서 0.7%를 차지

임웅순 정무공사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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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는 인구 비

율은 아니지만 스윙스테이트(swingstates)에 사는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는 미국 내에서도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으며 그 밖의 많은 재외동포들 역시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대사관

은 이러한 한-미관계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여 외

교적 접근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세 가지 특수성 중 내가 의문을 가졌던 부

분은 한-미 신뢰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다. 나는 

외교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간의 오인 

또는 오해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는 인류의 전쟁사를 통해 방증할 수 있는데, 많은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행동을 오판하거나 서로 오

인함으로써 전쟁을 일으켰고, 이 때문에 수많은 

대가를 치루었다. 동맹 관계에 이를 적용해 보자

면, 내 의도는 설령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이 그것을 오해하게 되면 두터운 신뢰관계에도 조

그마한 금이 갈 수 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금이 가면 다시 메꾸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3불(不) 입장과 여

러 외교적 논쟁 이후 미국과의 소통에 있어 상호

간의 오해는 없었는지 실제적 경험담이 궁금했다. 답변을 듣고 난 후, 이러한 나의 우려는 기우(杞憂)에 불과한 것이

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3불(不) 입장은 한국의 깜짝 발표가 아닌 오랫동안 한국이 취해온 외교적 옵션이였으며 

정부가 ‘약속’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중국 측에 항의했고, 중국도 이를 수용해 ‘약속’을 ‘입장표명’이라고 수정하였다

는 것을 알게되었다. 또한 정무공사님은 이번 결정은 한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미국과의 사전 협의 과정을 통

해 도출된 결론이라는 점을 짚어주셨다. 한-미 관계는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백악관, 의회와 

소통함에 있어서 오해는 없었다는 것이다. 

 

질의응답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OGA 팀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한 친구는 해외에서 Korea Studies를 다

룰 때 북한 관련 문제가 8-90%를 차지한다고 느껴지는데, 이외의 비전통적 안보 요소 관련해서도 한국의 입장에 대

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외교전략에 활용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서기관님 께서는 최근 들

어서 북한 문제가 아닌 한국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미국 내 기관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고 답변

해 주셨다. 그러나 한국은 지정학적인 숙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여전히 다양한 이슈들은 북한 문제를 기반으

로 다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사관 내에서 비전통적 안보 분야와 글로벌 이슈에 대

응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사실 나는 이러한 점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

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가지는 것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또 다른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외교나 글로벌 이슈 활동 지평을 넓힐 때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전략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외

교적 접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나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정치외교학 공부는 학문 특성 상 이론을 중심

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항상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갈증을 느끼곤 했다. ‘정말 이러한 상황에 이런 이론이 적용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다. 한-미 관계 현안뿐 만 아니라 경제 분야, 미 의회 내의 역학 관계와 외교관님들의 실제 

경험에 대해 상세히 들을 수 있었고, 배웠던 이론들을 여러모로 적용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

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꼽자면, 우리를 맞아주신 정무공사님과 서기관님들의 겸손함이었다. 그들은 

어느 곳보다 치열한 곳에서 일하시고 계신다. 그럼에도 항상 부족함과 배움의 자세로 외교관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

이었다. 협상력, 통찰력 등 외교적 수완이나 능력 역시 중요한 자질이겠지만 이를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겸

손함이라는 덕목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나와 OGA 팀원들이 되었으면 한다. 

주미대사관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주 미국 일본 대사관을 보았다. 순간 참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는데, 그 때의 기억을 곱씹어 보며 보고서를 마친다. 

주미대한민국대사관에서

주미대한민국대사관 간담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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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Monetary Fund 
700 19th Street, N.W., Washington, D.C. 20431

방문일시: 2018년 1월 12일(금) 14:00 ~ 15:30

김광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세계의 경제 중심지에서 겪은 독특한 경험 

나는 2018년 1월 5일부터 20일까지 미국 뉴욕, 워싱턴 

DC,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기관 그리고 4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체들을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후원하는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1기생 

및 대한민국 청년 대표의 자격으로 방문하였다. 이번 미

국방문은 내가 직접 국제기구에 방문하여 실제 그 기관

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미국에서 10년 살았던 나에게

도 매우 새로운 도전이자 경험이었다. 

한편으로는 나는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국제기구 진출자 및 대한민국 학생 대표로써 기관

에 방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이 긴장 되었다. 이번 

미국 현장학습의 목표는 유엔, 세계은행 등 미국 소재 

국제기구와 주요 NGO 본부를 방문하여 글로벌 소양과 

전문성을 기르고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들

을 방문하여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함양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나에게 이번 기관방문의 목적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온 1기 멤버들 및 각 

기관장들과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시민사회 성장 방안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나는 추후 이 주제에 대해 쓸 논문에 대한 영감을 얻고 싶었다. 

국제통화기구 방문기 

뉴욕에서 출발한지 5시간 만에 도착한 워싱턴DC는 미국의 전통적인 미와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매우 매력적인 도시였다.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나는 거대하고 웅장한 미국 연방정부 사옥들과 고층 

빌딩들 사이로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보고 워싱턴 DC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워싱턴에 도착한

지 이틀째에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라는 기관에 방문하여 한국인 Senior Economist

로 근무하고 있는 강중식 박사님의 브리핑을 들었다. 강중식 박사님는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시고 IMF

에서 인턴으로 시작해 10년 넘게 거시경제 및 금융전문 

Economist로 일하셨다.

강중식 박사님은 먼저 IMF의 역사와 현재 국제사회에서 하

는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IMF는 우리나라 국

민들에게 UN, OECD와 함께 매우 익숙한 국제기구 중에 하

나인데 이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시절 대한민국의 외환 

국고가 마이너스로 들어서자 결국 이 기구로부터 기금을 

차용하며 조달받는 대가로 국내 경제구조를 전반적으로 거

의 재편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요구사항에 순응해야 했던 

기억 때문이다. 18세기부터 국제금융체제를 지배하던 영국

파운드 스털링 중심의 금본위제가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을 거쳐 마감하면서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와 국제무역체제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1944년 7월 22일 미국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우

즈(Bretton Woods)에서 44개국이 모여 국제금융회의를 통

해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출범하게 

되었다.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들 간의 평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IMF와 세계은행(IBRD)이 창설됐다. 하지만 국제무역기구는 창설하지 못하고 50년 동안 무역과 지엽적인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GATT) 에 의해 유지되다 비로소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가 시행되면서 비

로소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하게 되었다. IMF의 첫 참가국은 29개국이었고 1947년 3월 

1일 IMF 협정이 발효되어 업무 개시, 국제연합과 협정을 맺어 유엔 체제 내의 독립적인 전문 기관이 되었다.IMF 

설립 당시에는 미국 달러화와 연동된 금태환제를 기초로 한 고정환율제로 운영되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IMF의 

목적은 금본위 화폐제도를 부활시키고 안정적 통화체제의 운영을 위해 고정환율제를 반영하되, 일정한 범위 내

에서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였다. 미국은 달러화를 융통해 주는 대신 어느 정도 통화수지의 적자는 감수해야 했

지만 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한 미국의 정책 때문에 가능한 얘기였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독

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들이 전후 경제부흥을 통해 세계경제의 강대국으로 발돋움 했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늘어나게 되자 이 브레튼 우즈 체제는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달러를 필요로 하지만 미국도 국가이기에 통화수지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무작정 달러를 찍어

낼 수는 없기에 자연스럽게 달러화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고, 이와는 반대로 달러화의 국제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해 달러를 무작정 찍어내면 그만큼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도 생기게 되면서 이른바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에 빠져들고 말았다. 결국 닉슨 대통령이 1971년 미국 달러와 금사이의 태환제도를 일방적

으로 폐지하면서 브레튼 우즈 체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국제 환율 체제는 변동 환율 불환 제도로 바뀌었다. 

강중식 박사님과 함께

 IMF에서



OnDream Global Academy온드림글로벌아카데미 소개

ㅣ88ㅣ OGA 1기 교육활동 보고서 온드림글로벌아카데미ㅣ89ㅣ

브레튼 우즈 체제가 끝난 현재 IMF는 국가들 간의 환율을 감시하고(monitoring)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의      

금융지원을 시작하였다. 이는 회원국들의 환율정책이나 외환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시장질서에 위배되

는 점이 있으면 고칠 것을 요구하고,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단기자금을 빌려주는 역

할을 하고 있다. IMF는 어느 특정 회원국이 외국에서 딜린 돈을 갚을 능력을 잠정적으로 상실했을 때 회원국이       

도움을 요청하면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구제를 해주고 있다. 

또한 강중식 박사님은 브리핑 말미에 미래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진심어리고 현실적인 조

언들을 해주셨다. 우선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느끼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가족 부양문제, 결혼, 정체성    

문제) 대해 말하면서 기회비용에 대해 잘 생각해보라고 말씀해주셨다. 국제기구에 대해 환상만 가졌던 나로서

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오히려 현실을 알게 되어 국제기구에 도전하고 싶은 오기가 생겼다. 또한 박사님은           

국제기구에서 가져야 할 자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다. 우선 우수한 영어 실력은 국제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필

수요건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어 실력이란 단순히 토익이나 토플 같은 영어 능력시험에 충족하는 영어실력이 아

니라 자연스럽게 영어로 심화된 업무들을 아무런 무리 없이 소화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국제연합이나 국제

통화기금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특히 영작문 실력이 우수해야 하는데, 이는 국제기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

그램들이 문서화되고 기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전문성(Professionalism)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말

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국제기구는 기본적으로 몇 십 년의 경력과 노력을 경주해온 프로들의 

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십 년의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바로 자기

가 맡은 일에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 실제로 강중식 박사님은 IMF 직원들은 본인이 맡은 일을 성급하게 하지 않

고 끊임없이 자신이 완벽한 상태라고 할 정도로 고칠 점을 동료들과 토론 끝에 끝까지 찾아 수정하여 전문성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래 국제기구 진출자들은 자신의 부족한 점이나 고쳐야 할 점들이 무엇인

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이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관소감

비록 10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우선 나는 국가들

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의견들을 공유하면서 많은 의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

었다. 난 학부와 석사 과정을 거치면서 학문적으로 다자외교와 국제협력에 대한 이론과 사례들만 계속 배우다보

니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었다. “현장의 실상은 아무 것도 모르면서, 온라인상에 제

출되어있는 한 두 장짜리 보고서만 읽고 실제 현장의 활동과 성과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책에서

만 얻은 지식으로 실제 다자외교현장에서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성과를 내가 과연 제대로 알 수 있을

까?” 등 이러한 회의적인 마음들이 모이자 내가 직접 회의에 참가하고 싶은 꿈이 점점 커져갔다. 따라서 이번 회

의는 내가 처음으로 국가들이 국제기구라는 외교의 장을 통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지역 다자외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어 

범세계적 난제들을 국가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풀어나간다는 것 자체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이번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학문적, 간접적, 그

리고 직접적으로 내가 항상 생각해오던 꿈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나는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

원에서 국제협력과 국제법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의 신분으로써 졸업 후 학술의 실천의 결합으로 평화로운 

국제사회의 안녕에 기여하는 발전 요소들을 추구하는 국제기구에 종사하고 싶다. 해외 생활을 통한 나의 국제적

인 안목과 경험은 나가 앞으로 국제 법조기관이나 국제거래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매우 적합

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투자자 국가분쟁 예방과 FTA 및 다자외교를 통한 국제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관심이 많

아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 논문을 쓸 예정이다. 또한 나는 앞으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와 같

은 국제기구에서 투자자국가 분쟁들을 분석하고 서로 다른 케이스들에 대한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한 예방책

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 

 국제기구로 진출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나는 앞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후 대한민국 외교부        

유엔과에서 매년 15명씩 선발하여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의 사무국에 수습 직원으로 파견 되는 JPO(국제기구 초

급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싶다. JPO 파견자는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기구에 

파견되었다는 인식하에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항상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미국 방문기회를 가능하게 해주신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의 김

성한 원장님과 하경석 사무국장님, 이수훈 교수님 그리고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하게 만들어준 김혜준 조교

님과 최지연 조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일찍이 로마의 최고의 현인으로 뽑히는 세네카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의지’ 라고 갈파하였다. 나는 

무엇보다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아시아지역의 일원으로써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써 국제적인 시각을 넓히

고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써 세계현안과 과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노력을 하고 싶다. 이러한 꿈을 꾸면서 나는 

굳센 의지를 가지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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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Monetary Fund 
700 19th Street, N.W., Washington, D.C. 20431

방문일시: 2018년 1월 12일(금) 14:00 ~ 15:30

엄기영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글로벌환경경영학 졸업

2018년 1월 12일 점심 식사 후, OGA 1기는 IMF를 방문하였다. 뉴욕에서부터 익숙해진 입구의 보안 검사와 신분 확인

을 거치고 IMF에서 근무하는 강중식 이코노미스트를 만날 수 있었다. 그의 도움을 받아 미로같은 복도, 수많은 회의

실과 문을 지나 준비되어 있는 회의실로 이동했다. 이후 약 1시간 40분에 걸쳐 IMF 전반적 소개로부터 시작하여, 우

리가 궁금했던 의제와 국제기구 진출 에피소드 등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사실, IMF는 미국에서 방문하게 되는 수

많은 국제기구들 중 가장 정감이 덜 가고 기대치가 낮은 기관이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1990년대 금융위기를 겪으면

서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고 구조조정을 겪은 역사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인상에 더해, 주전공이었던 경영학에 비하

면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경제학이라는 전공분야에서의 거리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IMF

에 대한 나의 모든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놓았고, 국제 기구로 역할을 하기 위해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IMF 기관 개괄적 소개

IMF는 1945년 만들어졌다. 정식 명칭은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며, 국내 명칭은 국제통화기금이다. 24명의 이

사가 이사회를 구성하며, 각각의 이사는 한 나라를 대표할 수 있고,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 그 그룹을 대표할 수도 있

다. 가입국은 189개국이며, Staff는 148개국에서 약 2,700명이 근무하고 있다. 

IMF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금융 협력의 촉진

2) 국제 무역의 확대와 균형 있는 성장 촉진

3) 국제 거래 안정성 추구

4) 다국적 지불 시스템 확립에 기여

5)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나라에 구제금융 등으로 지원

이를 실천하기 위한 Work System으로는, 1) 감시 및 감독(Surveilance) 2) 국가에 구제금융 지원(Lending) 3) 개발  도

상국 등에 재무, 금융 시스템 교육(Capacity Development)이 있다.

IMF 기관 방문

IMF는 미국 워싱턴 D.C., World Bank를 옆으로 마주보면서 위치해 있다. 건물 외관만 봐서는 IMF 건물인지 알 수 없

을 정도로 외관이 수수했고 평범했다. 그러나 보안 데스크를 통과하고 문 하나를 통과했을 때부터는 다른 세계가 펼

쳐졌다. 전체적으로 하얀 벽면, 바닥과 조명, 1층의 사각형에 가까운 공간을 비워 놓고 주위를 높게 둘러싸는 층과 유

리창, 그 사이로 비치는 양복 차림에 안경을 쓴 이코노미스트의 치열한 토론의 현장을 빠르게 눈으로 훑으며 지나갔

다. 몇 개의 문, 통로를 지나 우리는 25명 정도가 거뜬히 앉을 만한 회의실에 도착했다.

강중식 이코노미스트가 들려주는 IMF 이야기

강중식 이코노미스트는 사전에 조사했던 IMF의 역할을 보다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다. 옆 건물의 World Bank가 

개발협력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돈을 받아 분배하는 우리나라의 산업은행 같은 기관이라면, IMF는 우리나라의 한국

은행처럼 세계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기관이라 설명하였다. 앞서 이사회의 이사 구성을 살펴봤는데,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들은 1명의 이사가 대표한다. 한국 등 중견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은 나라별로 연합하여 1명의 이

IMF 내부 모습

IMF 간담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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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IMF 내에서는 힘의 논리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지배구조를 띠고 있

어, 세계에서 가지는 위상과 경제력에 따라 지배력이 결정되고, 이는 IMF 내 출자지분에 반영된다. 즉, IMF는 자본주

의를 필두로 한 Governance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세계 경제 질서의 안정을 꾀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가장 많

은 지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일본이 뒤따르고 있고, 중국은 최근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며 기존 선진국들의 패

권에 도전하고 있다.

IMF의 Work System은 병원에서 환자를 대하는 것으로 비유하였는데, 먼저 Surveilance는 ‘경제 의사’에, Lending은 

‘환자의 병에 대한 처방’으로 보면 된다고 하였다. Capacity Development는 역량이 부족한 나라에 금융시스템을 재

건하고 교육하는 역할이라고 이야기했다.

IMF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크게 행정직, Research Assistant, Economist, 전산직 등이 있다. Research Assistant는 학

부를 졸업한 수준이면 가능하고, Economist는 경제학에서 석사 이상이면 될 수 있지만, 주로 박사 이상이 된다고 하

였다. Economist들은 직접 고용, 금융 기관 등에서의 파견, 미드커리어 등의 형태가 있으며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

고 선발된 경제학의 전문가 중의 전문가들이다.

IMF 내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철저히 능력과 성과 위주로 평가되며, 능력이 된다면 일을 빠르게 끝내고 퇴근할 수도 

있다. 회사 내에서 가정 일로 퇴근을 하더라도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다. 칼퇴근이나 휴가 등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

는다면 당연히 보장된다. 개인의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받는 한, 상당한 복지 수준을 누리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다.

국제기구 진출 Career Plan

국제기구에 진출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제기구에 일찍 진출하여 다방면으로 경험을 쌓고 

Generalist로 활약하는 방법과, 국제적으로 역량을 인정받을 만큼 전문성을 길러 Specialist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IMF

는 경제학의 Specialist들이 진출하는 국제 기구이다. 강중식 이코노미스트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를 받았

으며,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에서 경제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 공부를 하면서 IMF, 연

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에서 인턴을 하였고, 2007년에 박사를 받으면서 IMF에서 Economist로 들

어갔다.

강중식 이코노미스트는 국내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아무런 유학 경험 없이 미국 대학원에 진출한 사례로, 처음에는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힘들어 친구의 도움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에 비해 위스콘신

대에서 배웠던 경제학의 수준은 유의미하게 차이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것보다는 경제학에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영어로 경제학에 대한 토론과 작문을 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들에게는 IMF 내에서 영어를 쓰는 것

에 대해 아직 불편함과 부족함을 토로하셨지만, 국제기구 진출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그의 언사는 그의 약력과 전문

성을 감안한다면 겸손한 것으로 들렸다.

그는 우리에게 국제 기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좋은 점도 많지만, 그를 얻기 위해 포기할 것에 대한 것이나 고민해 

봐야할 이야기들을 남겼다. 예를 들면, 고국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 이야기, 친구들과의 친목 활동 및 네트워크 같은 

것을 국제 기구에서 일하게 됨에 따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쉽다고 표현하

였다. 또, 결혼에 대해, 부모님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OGA 1기는 대부분 

국제 기구 진출을 꿈꾸고 있어 해외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열의를 갖고 기꺼이 하려 하지만, 저마다 부모님이나 이성 

친구, 친구 관계 등에서 어쩔 수 없이 양보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것에 대해 고려하

면서 저마다의 국제 기구 진출을 하면 좋겠다고 조언하고 응원했다.

맺음말

IMF 방문은 단순히 국제 기구에 진출한 전문가를 만나는 경험 뿐 아니라, 경제학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이외에, 나는 IMF를 방문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느꼈다.

첫 번째로는, 환경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려는 나도 국제 기구에 진출할 가능성이 충분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OGA 1기 중 국제 기구에 이미 진출하거나 앞으로 진출할 사람들은 풍부한 해외 경험을 하면서 준

비하고 있는데, 나의 노력의 정도가 부족하거나 방향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나도 specialist로서 앞으로 국제 기구에 진출하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로는, 국제 기구를 진출하면서 생기는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것들이다. 국제 기구를 진출할 가능성에 대해 부

모님과 여자친구와 꾸준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을 나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 기구에 진출한 사람들도 이미 

겪은 진통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 후에 국제 기구에 진출하게 된다면, 국제 기구에서 일하는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서 언젠가 국제 기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내가 겪은 고민과 확신, 경력 등을 나누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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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cott Snyder (Senior Fellow for Korea Studies & 

Director of the program on U.S.-Korea policy)
1777 F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

방문일시: 2018년 1월 12일(금) 16:00 ~ 17:20

임현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국제학과

미국외교협회 (Council for Foreign Relations, 이하 CFR)를 방문하며 CFR의 선임연구원 Scott Snyder와의 간담회 시

간을 가졌습니다. Scott Snyder는 “워싱턴 내 한국통”으로도 알려진, 미국에서 손꼽히는 한반도 전문가로 한반도의 

정책들을 분석하고 한국의 상황을 미국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Snyder 선임연구원님과 간담 시간을 통해서 

미국이 바라보고 있는 한반도 및 한국 정부의 상황은 물론, 앞으로 한반도의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 세션이 한반도 외교정책에 대한 지식을 심어준 것

이 아니라 선임연구원님의 통찰을 통해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후에 제가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커리어와도 깊은 연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Snyder 선임연구원은 특히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있는 점을 타개하는 것이 외교의 관건이라

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한국의 3가지 특징적인 정책들을 정리하셨습니다.  지역 다자주의적 협력 도모, 강대국 외의 

국가들과의 협력 다각화, 네트워크 구축 능력 강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한국이 중견국으로서의 입지를 

잘 다져오고 있다는 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미 관계가 다소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기에, 

남북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국외교가 새로운 전략을 견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

해서는 미국을 북한 주도의 통일을 저지하는 힘으로 보는 북한의 시각과 이로 인해 한미관계를 악화시키려는 북한

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한반도 내 정치·외

교적 균형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와 관련하여 평창올림픽을 목전에 둔 현재 

시점에서 대두되는 두 가지 큰 이슈는 북한

이 남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미국이 주도하

는 경제 대북제재 조치를 타파하게 될 것인

지와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어느 정

도까지 저지할 수 있을 지와 같은 문제들

이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수록 진퇴양난과 같은 한반도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전략

들을 Snyder 선임연구원께서 몇 가지 제

시해주셨는데, 해결책의 핵심은 북한과 미

국 간에 더 많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

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소통할 수 있

는 채널이 더 많이 필요한데, 이는 북한과 

미국은 서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기 때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nyder 상임연구

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은 “위기 커뮤니케이션 (crisis communication)”으로, 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와 같은 사건

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처럼 북한과도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채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

견을 주셨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개관 후에는 OGA 1기분들의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인상 깊었던 대담을 공유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만한 여지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였습니

다. Snyder 선임연구원께서는 예전에는 연구원님이 작성하셨던 기사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

한 질의였는데, 이제는 여러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추세가 바뀌어 한반도 비핵화가 비관적이라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통해서 정권 정당화와 안정화를 꾀하고 있으므로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비핵화가 어려울 전

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북한 정권 내부적으로 분열을 유도하는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제재보다 훨씬 더 정교한 제재를 가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부 정권과 특히 북한 엘리트 집단에 대한 더 

자세한 이해를 함으로써 이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hammer”와 같이 뭉툭하지 않은, “nutcracker”와 같이 정교한 

제재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CFR 간담회에서

Scott Snyder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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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괄적이면서도 CFR을 대표하는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이번 기관 방문 세션을 통해서 단순히 한

반도 문제가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 한국과 직원이 20명에 달하고, CFR과 같은 권위 있는 싱크탱크에서도 한반도 문제를 전담하고 있

는 부서가 있다는 사실이 하나의 두드러지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외교의 특이한 점에 대해서

도 느꼈는데, CFR과 같이 직속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실질적으

로 정부의 정책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각 분야의 권위자들이 모여 전문화되고 

특정한 지역과 분야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은 다양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정부에게는 

큰 이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교육이나 혁신적 개발협력과같이 전통적인 하드파워 외적인 부분으로 유엔 기구나 여타 국제기구와 비정

부기구에 접근하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 방문은 다시 한번 유엔의 근간에 자리한 3대 기둥 중 하

나인 Peace and Security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분야들을 개발하고 원조하며 문제 퇴

치를 위해서 일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평화가 자리 잡고 다양한 형태의 위기들

과 폭력을 멈춰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복잡한 요인

들이 얽혀 있는지, 얼마나 많은 기관이 서로 역할을 조율하고 소통하며 일을 수행해나가야 하는지와 같은 유엔과 국

제기구들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도래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이주와 난민에 주로 초점을 두고 공부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많이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인으로서는 탈북민과 북한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인권 탄압에 대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인권 탄압이나 그로 인해 탈북민이 증가하는 추세와 같은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북한 정권과 특히 엘리트 집단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권위적인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발생하는 인권 탄압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더욱 더 정권 내부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을 수 없다는 바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선임

연구원님과의 대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성과 목적을 갖고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개인적인 관심사였던 북한 문제에 대해 더 학술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학과 수업을 들을 때 많이 문헌들과 자료들을 참고했던 기관인 CFR을 방문하여 직접 선임

연구원님과의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혼자서 연구원들이 작성한 자료들을 읽는 것보다는 그 자

료들을 읽고 평소 갖고 있었던 궁금증들을 해소하며 새로운 깨달음들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함

께 질의하고 궁금증을 나누었던 OGA 1기분들에게서도 많은 통찰을 얻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반도의 문제점들을 각기 다른 관심사, 전문 분야와 배경에서 바라보는 것을 보며 한 문제에 대한 다각화된 시각을 

갖고, 가지려고 노력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한반도 문제와 같이 각자 세분된 분야에 몰두하며 연구하

는 분들의 근무지에서 세션을 듣게 되어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해 최고의 전문가로 거

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민으로서도 미처 챙기지 못했던 정치·외교

적 현안들을 연구원님께서 모두 꿰고 있는 것을 보며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들이셨을 노력을 느끼

며 반성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날 주미대사관을 방문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참고자

료들과 뉴스들을 모두 검토하고 그것들에 반응하는 외교관분들을 뵙고 와서 그런지 더욱더 자극제가 되었던 것 같습

니다. 실제로 CFR에서 발간하는 간행물들이 주미대사관에서도 추천해주신 자료이기도 해서 이를 바탕으로 더욱 꾸

준하고 묵묵히 지식을 함양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술지나 신문에서만 볼 수 있었던 Scott Snyder 선임연구원님과의 대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온드림글로벌아

카데미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FR 기관 방문을 바탕으로 더욱더 내실을 다지고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각화된 시각을 갖고 국제문제를 분석하고 체화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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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ocaust Museum
100 Raoul Wallenberg Pl SW, Washington, DC 20024

방문일시: 2018년 1월 13일(토) 9:30 ~ 11:30

1.  Learning Content of the Visit to the Institution

The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is a living memorial of the holocaust. The holocaust was a state 

sponsored, systematic persecution and annihilation of European Jewry by Nazi Germany and its collaborators 

between 1933 and 1945. Some of the major purpose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museum are documentation 

and interpretation of holocaust history, advancement and dissemination of knowledge about an unprecedented 

tragedy and preservation of memory of those who suffered. 

The museum consists of three floors to display and divide different time periods of the holocaust. At the entrance 

there were walls with the names of the founders of the Holocaust Memorial Museum engraved on stone tablets 

and each visitor received an identification card which included a life history of an individual who suffered during 

the Holocaust era. Starting on the most top is the “Nazi Assault – 1933 to 1939”.  This opening floor explored the 

rise of the Nazi party in Germany in 1933 through the outbreak of World War II in September 1939. Not only the 

Memorial Museum had written articles displayed to explain the historical facts, but it also displayed artifacts from the 

한지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Holocaust as well. It also explained 

the scientific background of race. 

The museum provided videos 

and audios as study materials for 

better understanding. 

To be more specific, this floor 

explores how systematic mass 

murder could have happened 

and chronicles events in Germany 

from the rise to power of the Nazi 

party in 1933 to the outbreak of 

World War II in September 1939. 

It also explores how the powerful 

tools of a totalitarian state such as 

propaganda, terror, violence and 

state-sponsored racism allowed 

persecution to escalate. Following 

Adolf Hitler’s appointment as 

chancellor of Germany a police 

state was created and the Nazi policies transformed the country’s Jews from citizens to outcasts and mobilized 

the entire nation against groups deemed to be the “enemies of the state”. It is lucidly seen that the result was a 

refugee crisis that left thousands of Jews and others in danger. The unique part of this floor is that one can learn 

about the stance of the United States during this time period; how it reacted and responded to the news of Nazi 

persecution, the refugee problem and the events leading up to and including the Holocaust. 

The middle floor examines the wartime evolution of Nazi policy towards the Jews, from persecution to mass 

murder. While Germany expanded its territory across Europe, Nazi officials segregated Europe’s Jews from the 

rest of the population through laws, special markings, and relocation to ghettos. In 1941, with the invasion of the 

Soviet Union, Germany embarked on the path of genocide, the physical annihilation of an entire people—which 

the Nazis euphemistically termed the “Final Solution of the Jewish Question.” When World War II ended in 1945, 

the Nazis and their collaborators had killed some six million Jews in Europe, representing two-thirds of the 

Jewish population in prewar Europe. An audio theater on this floor presents the testimony of Holocaust survivors 

in Voices of Auschwitz.

A major focus of this floor is the world of the concentration camp, which rapidly expanded in the 1940s. The Nazis 

established thousands of camps, holding hundreds of thousands of inmates—Jews, Soviet prisoners of war, 

Holocaust Museum 전경

워싱턴DC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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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es, political prisoners, Jehovah’s Witnesses, 

Roma (Gypsies), homosexuals, and others—

who were subject to dehumanizing treatment, 

forced labor, and death. Jewish experience in 

the ghettos and camps, as well as in hiding, is 

covered on this floor of the exhibition. Highlights 

include efforts to preserve the evidence of 

Jewish life under Nazi rule, armed resistance 

in the Warsaw ghetto uprising, and the legacy 

of Anne Frank.

The final floor of the Permanent Exhibition 

addresses the liberation of the Nazi camps 

and the Allied victory over Nazi Germany 

in 1945, rescue and resistance efforts, and 

the aftermath of the Holocaust. It covers the 

postwar quest to render justice to those who 

carried out the murder of millions of innocent 

civilians and the efforts of Holocaust survivors 

to build new lives in Europe, Israel, and the 

United States. The recurring theme of this floor 

is the issue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toward 

fellow human beings in danger. Again a 

second series of films on American responses 

to the Holocaust during the war years is viewed and a film called “Testimony” which is a video of survivors and 

rescuers sharing their experiences. It was understood that Thousands of courageous non-Jews risked death 

or imprisonment to save their Jewish neighbors, and others—Jews and non-Jews—joined in the underground 

war against the Nazis. Still others joined the killers, becoming perpetrators or enablers of genocide. The vast 

majority of Europeans, however, were bystanders who did little to deter the Nazis or to aid Jews or other victims 

of Nazi persecution.  

2.  The Implications 

It is perceived that the most terrible conflict in human history so far was the Second World War that provided the 

context in which Auschwitz could happen. It is believed that there are two ideological reasons behind this. One, 

the desire to rule Europe, and through it, the world, and thus achieve a global racial hierarchy with the Nordic 

peoples of the Aryan race on top and everybody under them. The second major element in Nazi ideology was 

anti-Semitism. They saw the Jews as the Satan that controlled all of Germany’s enemies.

There are two aspects to the Holocaust. One is the specificity of the Jewish fate, the other the universal 

implications which eventually turns out to the two sides of the same coin. In this case the Jews were the specific 

victims of the genocide, but the implications are universal. The main parallel between the Holocaust and other 

genocides is that the suffering of the victims is the same. There are no gradations and no genocide is better or 

worse than another one, while no one is more victim than anyone else. The other parallel is that every genocide 

is perpetrated with the best technical and bureaucratic means at the disposal of the perpetrators. The Holocaust 

was perpetrated with the best technical and bureaucratic means at the disposal of Germany. But the difference 

was that it happened at the very center of European and world civilization, and that was unprecedented. 

The question that people often ask is why the Holocaust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extreme case and 

why more people show interests in this particular tragedy. The most probable reason for this is that while all 

the elements of each genocide are repeated in some other genocides, there are elements in the Holocaust 

that cannot be found in genocides that preceded it. The perpetrators tried to find, register, mark, humiliate, 

dispossess, concentrate and murder every person with three of four Jewish grandparents for the crime of 

having born a Jew. This was to be done, ultimately, everywhere in the world, so that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re was an attempt to universalize a genocide. Additionally the ideology was totally unpragmatic, not like in 

all other genocides. For the Nazis, the pragmatic elements were minor. They did not kill the Jews because 

they wanted their property. They robbed their property in the process of getting rid of them, in the process of 

emigration, expulsion and murder. They saw in the Jews embodiments of the values which they wanted to 

eliminate and the destruction of the Jews followed. 

Though the world had hoped that the Holocaust would be a warning, not a precedent, it has become a 

precedent and other genocides have followed it. To consider the realistic ways of preventing outbreaks of 

genocidal murders the Holocaust can provide an answer to this question which is that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of coming to the rescue of other humans at the risk of our own lives within us. However it is understood with 

the ongoing genocide in this world that it is difficult to stop genocides. Yet if this does not stop right now it will 

spread and there will be more genocidal massacres and the price of the world will be heavy indeed. Politics 

that are not based on moral basis are at the end of the day not practical politics at all. In this context, we need 

to understand that we need to try avoiding to be a perpetrator a victim and a bystander. 

3.  Application to Personal Career 

As aforementioned, the Holocaust can repeat itself throughout the history in many different forms. For me who 

wishes to work in the NGO, I feel that it is my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the victims of such crises. While the 

international governing organizations can put their efforts together to prevent and pacify such happenings, NGOs 

will have to work harder to look after the victims of genocides while it lasts to reduce the damage to the littlest 

if it’s not avoidable.

전시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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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17th Street and Constitution Ave., NW, Washington, D.C., 20006-4499 

방문일시: 2018년 1월 15일(월) 14:00 ~ 15:00

1948년 4월 30일에 설립된 미주기구는 지역 내 회원국 간 유대 및 상호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미주기구 헌장의 

제 1장 제 1조는 기구의 목적을 “to achieve an order of peace and justice, to promote their solidarity, to strengthen 

their collaboration, and to defend their sovereignty, their territorial integrity, and their independence”로 분명하게 정

의하고 있다.

미주기구의 설립 논의는 1889년 10월부터 1890년 4월까지 열린 제 1차 범미주회의(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merican States)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948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제 9차 미주회의에서 미주기구 헌장

(Charter of the OAS)이 채택되며 설립이 결정되어 최초의 지역기구가 탄생했다.

미주기구는 총회(General Assembly), 외교장관 협의회(Meeting of Consultation of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이사

회(상임이사회 및 미주 통합개발이사회), 사무국(General Secretariat), 산하 전문기구 및 기타 산하기관으로 구성되

어있으며 민주주의(democracy)와 인권(human rights), 안보(security), 개발(development)을 4개의 큰 축으로 하여 활

동하고 있다.

장군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미주대륙을 모두 포괄하는 미주기구는 현재 35개 회원국 및 70개 상임옵서버국으로 구성되어있다. 현 사무총장은 

2015년 5월 26일 취임한 우루과이 출신의 루이스 알마르고(Luis Almargo)가 맡고 있다. 

워싱턴DC에 소재한 미주기구의 본부는 총 다섯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본관(Main Building), 사무국(General 

Secretariat Building), 행정부(Administration Building), 미주 미술관(Art Museum of the Americas), 작은 집(Casita)이다. 

OGA 1기는 이 중에서 본관을 백악관에서부터 도보로 방문했다. 

한국과 미주기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1981년 6월 3일에 미주기구의 상임옵서버로 가입했다. 한국은 

2005년 기준 5만 달러를 지불하여 총 분담금의 0.43%를 차지한 반면 2016년에는 255,500달러, 1.84%로 그 비중을 

상당히 늘렸다.  이 중 많은 부분이 매 상반기와 하반기에 파견되는 한국인 인턴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현재 미주기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는 회원국 문제가 있다. 특히 1962년 기구에서 추방된 쿠바의 경우 미국

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재가입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기구 공식 웹사이트의 회원국 명단에도 올라와 있지만, 2016년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베네수엘라와의 결속을 강조하며 미주기구를 제국주의 지배도구로 폄하하면

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베네수엘라는 부정선거 및 인권 탄압 등을 비판하는 미주기구를 미국 정

부의 애완견으로 부르며 기구의 내정간섭에 대한 비판으로 탈퇴의사를 밝혔다. 

라틴아메리카 내 다양한 지역기구의 설립 또한 미주기구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있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 

남미국가연합(UNASUR),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 중남미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ALADI),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등의 지역기구들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발전과 통합

을  추구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움직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OAS와 경쟁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UNASUR

는 OAS를 모델로 삼으면서도 특히 안보분야에 있어 OAS와 중복되는 mandate을 가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기구 헌장을 기반으로 하여 회원국 내 선거참관단 파견 및 분쟁해결 등 민주주의 신장 및    

안보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일하는 미주기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더불어 미주인권위원회와 같은 전문기구는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며 사회적 문제해결 및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워싱턴DC 를 본부로 미주 국가들이 연합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다. 가장 오래된 지역기구 중 하나로 현재까지도 미주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주기구는 

국가간의 영향력 싸움이나 연합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기구간 연합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다가오는 3월

부터 유엔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경제위원회(UN ECLAC)에서 인턴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상을 미시적으로나마 관찰

하고 생각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OAS에서

 OAS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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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8일부터 20일까지 총 12일 간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1기로 미국현장학습에 다녀왔습니다. UNDP, 

UNICEF, IMF 등을 포함한 국제기구 5곳, Human Rights Watch, Teach for All 등 국제 NGO 3곳, 실리콘밸리에 위치

한 Facebook, Google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 5곳, 이 외에도 미국 내 주요 씽크탱크와 박물관, 국회의사

당 등 미국에서 방문 가능한 중요 국제기구와 기관들은 모두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국제기구 

종사에 대한 현실적 감각과 현재 국제적 논의의 흐름이나 미래 다가오는 이슈들을 배우고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

다. 특히 국제기구 내에서도 Innovation team을 만나거나 Udacity와 Nvidia를 방문했을 때 막연하게 알고 있던 4차 산

업혁명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유익했고 이론적으로 접해온 국제기구의 업무들을 직접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들

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기관 조사를 담당했던 곳은 미국에서 가장 큰 NGO들의 연합체인 NGO라고 설명할 수 있는 Inter Action입니다. 

미국현장학습을 가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기관인데 처음 소개를 들었을 때 국제 NGO들 간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며 소속 NGO들의 역량강화와 옹호활동을 돕는 다는 점에서 기존에 알고 있는 NGO들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 

InterAction 
1400 16th Street, NW, Suite 210, Washington, DC 20036

방문일시: 2018년 1월 16일(화) 9:20 ~ 10:30

차수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통계행정 융합전공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Inter Action에는 200개 이상의 NGO들이 몸담고 있으며 이들의 특성과 배경은 모두 

달라서, 40%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나 분야적으로도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원조와 개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는 NGO들이 있는가 하면, 직접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옹호활동, 미디어제공, 교육지원 등 간접적인 활동으로 국제적 이슈에 동참하는 NGO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Inter Action은 ‘개발’을 가장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보건, 교육, 경제적 기회, 성평등, 기후변화, 환경, 지

속가능성, 민주주의, 거버넌스, 그리고 인권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적인 개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Inter Action의 표어는 “A United Voice for Global Change”로, INGO들의 Convener 역할을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원조 협력의 문제는 원조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원조효과성은 원조를 제공

하는 공여국들과 UN 기구들, 그리고 INGO들이 해결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원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들이 서로 서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원조가 중첩되거나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다면 그들

이 하는 노력에 비해 결과물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nter Action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서 제공하는 것으로 “NGO aid Map”이 있습니다. 

Inter Action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NGO aid Map”은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을 하도록 만들어졌으며, Inter Action에 속한 200여 개의 INGO들이 현재 어느 지역에서 어떤 개발, 원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인터넷 지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에는 17,000개의 프로젝트가 올라와 있으며 금액 규모

로는 총 180억 달러의 규모의 프로젝트들입니다. 이 “NGO aid Map”이 혁신적인 이유는 이 지도가 오픈 플랫폼으로 

NGO들이 직접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업로드 할 수 있고, 웹 기반의 interactive map (단순히 장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

닌, 사용자가 직접 지도 내에서 조작하여 원하는 장소를 찾아갈 수 있는 지도를 의미. 대표적인 예로는 구글맵이 있

InterAction에서

NGO Ai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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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기 때문이며 정보의 시각화를 잘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는 단순 정보제공의 기능을 넘어서 이용자들

이 잠재적 파트너를 찾거나 그들의 서비스 제공을 향상시키고 지역 별 격차를 확인하고 원조의 중첩을 피할 수 있게 

해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이 지도를 통해 Inter Action은 원조효

과성과 원조투명성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InterAction의 NGO Aid Map

이 지도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Inter Action과 소속 INGO들 간의 윈-윈 전략입니다. Inter Action은 중재자와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이익을 얻고, 정보를 제공하는 INGO들은 그들의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도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6년 전이지만 지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진

화하고 있어 사용자들에게 ‘재미있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나간 프로젝트들은 따로 검색이 가능하고 진행 국

가와 지역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분야, 기관, 기부자, 파트너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Layer” 

기능이 있는데 이는 지역의 빈곤수준, 영양실조수준,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수준, GNI 대비 ODA 수준 등을 지도

에 색으로 덫 칠하여 보여줍니다. 나아가 Inter Action은 이 대표적인 NGO aid Map 외에도 식량안보지도, 아이티 원조 

지도, 허리케인 매튜 대응지도, 시리아 난민 지도, 혁신적 원조 지도 등 시의성 있는 이슈들과 원조 일치를 필요로 하

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수화된 지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매핑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조 제공자

와 수혜자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Inter Action의 다른 주요 역할은 미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NGO들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정책 우선순위를 요

구하고 정책 결정과 예산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각

각의 NGO들은 힘이 약할 수 있지만 그 NGO들이 모인 연합체인 Inter Action은 실제로 정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NGO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해외 원조 개혁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거버넌스와 

세계 보건, 식량 안보, 식수위생,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정책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매춘법에 대

해 정부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최근 대테러규제로 인해 제약을 받는 이슬람 기반의 NGO들을 위해 활동하기도 합니

다. 또한 매년 진행되는 G7과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Advocacy Alliance에 소속되어 의견을 내고 세계 지도자들

의 의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nter Action에 방문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질문했던 내용은 주로 멤버십 기준과 모니터링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200개 이상의 다양한 NGO들을 한 연합체로 묶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UN이나 한

국에서도 원조 일치와 기관 간 협력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다소 긍정적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Inter Action에서는 가입 조건으로 PVO (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 Standards를 따를 것을 요구

합니다. PVO Standards는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거버넌스, 재정보고, 모금, 공공 관계, 관리 관행, 인사에 대해 포괄

적인 공개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nter Action은 이 기준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며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NGO의 멤버십은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Inter Action이 투명성을 중요한 가치

로 지키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일관성으로 인해 Inter Action이 스스로 부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인상 깊었던 것은 Inter Action이 각 INGO들의 자치와 자율을 중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INGO들을 중재하

려면 일정 수준의 개입이나 간섭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nter Action은 INGO들에 대한 개별적

인 모니터링과 평가는 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과관리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

히려 Inter Action이 스스로 부여한 역할에 집중하고 INGO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이 연합체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

력이 되는 것이라고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다른 NGO들에 비해 규모가 크고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소속 INGO

들의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이자 열린 플랫폼으로써 NGO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힘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업데이트와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Inter Action이 미국에서 성공적인 NGO로 평

가 받는 것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원조기관들 간의 협력과 원조조화는 국제적인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Inter Action

은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각각의 개성

을 지키는 중립적인 태도와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검토하며 동향을 놓치지 않

는 모습은 특히 개인적으로 국제적 환경에서 일하고자 하는 제가 항상 기억해야 할 가치들이라고 느꼈습니다. 덧붙

여 Inter Action은 NGO job Board를 통해 NGO 근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사이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GA 미국현장학습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체험했습니다. 방문했던 기관 모두 새로운 정보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이슈들을 제공해주었습니다. 미국현장학습을 통해 국제기구에 대한 꿈을 더욱 키울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떤 점들

에서 더 노력해야 할지 느꼈습니다. 이렇게 값지고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물심양면 도와주신 현대차 재단과 고려대 

일민 국제관계연구원에 감사 드리며 보고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Dream Global Academy

ㅣ108ㅣ OGA 1기 교육활동 보고서 온드림글로벌아카데미ㅣ109ㅣ

미국 현장학습 보고서

World Bank Group 
1818 H Street, NW Washington, DC 20433

방문일시: 2018년 1월 16일(화) 11:00 ~ 12:30

양희수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졸업 

World Bank는 1944년 7월 뉴햄프셔 브레튼우즈에서 열린 국제연합 통화금융회의 협상에서 설립을 결정하여 1946년 

6월부터 정식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2차 세계대전의 전후 복구를 목적으로 기금이 조성되었으나 1949년

부터는 빈곤을 퇴치하고 지역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World Bank Group은 국제부

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의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로 이루어져 있다. 2030년까지 하루 소득 $1.90 이하의 인구 비율을 3%로 감소시키는 것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경

제소득 최하위 계층의 40%의 소득 증진을 촉진하는 것이 World Bank의 주요 목표다. 회원국들로부터 출자나 채권 

발행 등을 받아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이 주요 업무이고 이와 더불어 세계 경제와 여러 국가들에 필요

한 정책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 또는 정부의 상환보증을 받은 사기업에 대부를 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에게 대부금을 융자하고 있고, 원래는 전력, 수송, 상, 하수도 등이 가장 중요한 대부 영역이었다가 20세기 후반

부터 농업과 농촌개발 부문이 더 강조되고 있다. World Bank는 금융지원 뿐 아니라 기술 지원 역시 제공하고 있다. 

 워싱턴에 위치한 World Bank 본부에

서는 World Bank 기관에 대한 전반적

인 소개 및 World Bank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루었다. 총 

189개의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World 

Bank는 여타 UN 기관들과는 다르게 

분담금 비율로 의사 결정권을 갖게 되

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IMF

와 유사한 의사결정 방식인데 미국의 

분담금이 16.12%를 차지하므로 World 

Bank의 Governance 측면에서 미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World Bank의 시발점은 International 

Development Bank 였는데,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World Bank에서 사

업을 수행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크게 Global Practices와 Global Themes로 크게 조직의 구조가 나뉘어 있다. 

Global Practices에는 농업, 환경 및 천연자원, 보건, 영양, 인구, 사회적 보호, 노동, 도시농촌 격차, 교육, 금융 및 시

장, 빈곤 및 평등, 거시경제 및 재정, 무역 및 경쟁, 수자원, 에너지, 거버넌스, ICT 등이 포함되어 있다. Global Themes

로는 젠더 이슈, 기후, 일자리, 민관협력, 갈등 해결 등이 있다. IBRD와 IDA를 구성하는 410억 달러 중 Financial & 

Private Sector Development 분야에 22%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고, 이것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

로는 Transportation, Energy가 각각 17%, 16%로 뒤따르고 있다.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Information & 

Communication 으로 1% 정도만 차지하고 있다. 

 World Bank에서 최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Country Partnership Program으로 이는 World Bank가 보유하고 있

는 장점과 수원국 정부의 입장, 수원국의 상황 진단 등 세 가지 특징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한

다. 현재 세계적인 이슈로는 인구 변화, 세계화, 도시화, 기후 및 자원, 갈등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이슈들은 개발 관련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고 기존의 관점에서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오늘날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

제점은 인구의 고령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 관리, 이주, 새로운 성장 동력, 취약 계층 보호 등이다. 언급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덕목이 요구되는데,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와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의 긴밀한 협력이 특히 필요하다. Private Sector를 담당하는 곳은 IFC와 MIGA로 이 두 곳 

역시 World Bank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기관은 국제적인 투자자들 뿐 아니라 국내의 

투자자와 관련된 일도 담당하고 있다. 

World Bank 브리핑

World Bank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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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Bank에서 최근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는 Country Partnership Program은 다른 개발 협력 담당 기관들에

도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글로벌 이슈들을 다룰 때 수원국 혹은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

들을 개발 프로젝트의 틀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World Bank에서 이 점을 다루기 이전

부터 공여국의 입장만을 생각한 개발 프로젝트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World Bank에서 좀 더 체계적

으로 수원국의 입장을 고려한 개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기관들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

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Private Sector와의 파트너십 역시 최근 국제개발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로 언급되고 있는데 World Bank에서도 이

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 개발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점차 국제기구 혹은 정부 기관의 힘만으

로 개발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Private Sector의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다. 단순히 재

정적인 부분 뿐 아니라 특정 분야의 기술 지원에서도 민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다. 앞서 언급한 Country 

Partnership Program이나 Private Sector Partnership 모두 현재 여러 국가들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나의 커리어와 연관지어 생각해볼 때도 Country Partnership Program이 큰 의미를 가진다. 예전에 온두라스에서 인

턴으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프로젝트 때문에 농촌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된 적이 있었다. 당시 그 곳에서 한국의 개

발 경험에 대해 설명을 하였는데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이 한국과 온두라스의 상황이 매우 다르고 사회 구성원

들의 특성 역시 매우 다른데 단순히 한국의 개발 경험만을 공유하는 것은 온두라스 사람들에게는 별로 와 닿지 않는

다는 것이었다. 이 이후로는 단순히 개발과 관련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수혜자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이 직접적으

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앞으로 개발 분야의 전문가로 일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잘 다듬어진 개발 프로젝트 및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

World Bank Group 
1818 H Street, NW Washington, DC 20433

방문일시: 2018년 1월 16일(화) 11:00 ~ 12:30

최민영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박사과정

월드뱅크는 1944년 7월 뉴햄프셔 브레턴우즈에서 열린 국제연합통화금융회의 협상에서 설립을 결정하여 1946년      

6월부터 정식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재 월드뱅크그룹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의회 (IDA), 국제금융공

사 (IFC), 국제투자보증기구 (MIGA),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 이루어져 여러 기관이 한가지 큰 복적을 위하여 

분업하고 협업하여 이를 튼튼한 기반으로 삼아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 중에서 IBRD와 IDA를 합쳐 세계

은행, 월드뱅크라 칭한다. 특히 IBRD의 경우, 현재 6개 대륙의 약 190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은 1955년에 가입

하여 활동하고 있다. 

초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복구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1949년부터는 빈곤을 퇴치하고 지역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경제개발을 목표로 저개발 국가에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 계획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월드뱅크는 현재 2030년까지 하루 소득 $1.90 이하의 인구 비율을 3%로 감소시며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 

소득 최하위 계층의 40%의 소득증진을 촉진하고자 한다. 

World Bank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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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행하기 위하여 회원국들로부터 출자나 채권 발행 등을 받아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 및 세계경제와 

국가별 필요한 정책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 또는 정부의 상환 보증을 받은 사기업에 대부를 하여 공익사

업을 수행하는 조직에게 대부금을 융자하고 있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나라의 정부가 월드뱅크에 지원 요청을 하면 

월드뱅크는 계획, 자금 현황 등 해당 나라의 상황을 분석하고 조사하여 내부 예산이나 해당 분야에 맞는 신탁 기금을 

통해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자금 지원은 무상 또는 유상 원조로 진행되며 유상 원조일 경우 지원사업이 완료

된 후 해당 정부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금을 갚아야 한다. 관련하여 전력, 수송, 상·하 수도 등이 가장 중요한 대부

영역이었다가 20세기 후반부터 농업과 농촌개발 부문이 더 강조되고 있다. 

나아가, 단순한 금융지원 외에도 기술지원 또한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경제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AI가 도입되고 큰 사회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월드뱅크의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어도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다른 나라들도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새로운 산업

이 발달하면서 분명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에 맞춰 새로운 능력을 찾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술을 발굴하는 것 또한 해당 국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전세

계 경제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월드뱅크는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고 환경 보존, 국가 인프라 강화 

및 보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원조를 통하여 빈곤 퇴치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8년 올해 월드뱅크는 “2018년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하여 세계 경제가 꾸준한 회복세를 유지하며 3.1% 성장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근거로는 미국 등 선진국의 투자 회복과 원자재 수출국의 수출 증가 등을 들었다. 월드뱅

크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계속 올리기 위하여 수요 측면에서  ▲선진국의 통화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금융 감독 강화 

및 ▲신흥국의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비한 거시 건전성 강화를 제안하였다. 

공급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투자 확대 및 교육 훈련을 통한 노동 생산선 증대, ▲노년층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

대를 비롯하여 ▲신흥국의 투자와 노동 생산성 증대, ▲기업 환경 개선, ▲지배구조 개혁 등을 권고하였다. 반면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높은 성장세,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 가능성, ▲북미자유

무역협정 재협정, ▲중동지역 분장, ▲고령화 사회 등을 지적하였다. 

대한민국은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첫번째 나라로서 여러 관점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개발 경험

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한국인 직원 채용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으로 월드뱅크는 직원 12,000여명 가운데 

한국인 직원은 120명 가량이다. 세계은행은 빈곤 종식, 포괄적 성장 등 세계은행이 하는 일에 대하여 열정을 갖고 사

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자 한다. 능력적 부분에선 어떤 분야에 있든 자신만이 가진 특출난 전문지식이 요구

된다며 개도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는 인재를 찾고 있다고 하며 다문

화기구인 세계은행은 특성상 팀워크와 파트너십 등 소통능력이 필수이다.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는 막연히 꿈으로 가지고 있던 국제기구에 대하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세계 발전을 위하여 일하고 싶다는 열정을 일깨워주는 발판이 되었다. 나아가, 이번 OGA1기 미국 현장학습은 이러한 

열정을 더욱 복돋아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처음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에 입학하였을 때 다른 동기들보다 뒤쳐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였다. 시작도 전에 포

기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었던 것 같다. OGA 1기 내내 들었던 강의들 특히 미국현장학습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

화를 돌이켜보면 그것은 괜한 걱정이었다 싶다. 사실 국제기구에 가기 위해서 정해진 길은 없다. 다양한 백그라운드

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만의 방식으로 도달하는 곳이 국제기구라고 생각한다. 국제기구에서 근무를 하다가도 다른 업

무를 하고자 이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가 국제기구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우리가 흔

히 알고 있는 국제기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기관들이 세계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어느 

누구도 늦거나 뒤쳐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개인적인 사유로 미국현장학습의 모든 일정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늦게나마 합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었다. 사실 방문하고자 했던, 만나고 싶던 국제기구 담당자분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 하지

만 언제나 느꼈다시피 단순히 기관 관계자를 만나거나 기관에 대해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기들과 얘기하며 얻는 

것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다들 개별적으로 특출난 전문분야가 있고, 경험한 것이 다르다 보니 그런 의견 상호공유가 

언제나 이점으로 작용한다. 열정적으로 매사에 임해준 동기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또한, 한 번 본 것이 열 

번 듣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이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여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점이라고 생각하나 

선택과 집중이 요했던 현장체험학습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개인적으로 “교육”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다. 인권, 환경, 빈곤 등 모든 국제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교육에 있다고 생

각했기 때문이다.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미국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고 국제기구 근무를 희망하는 마

음이 커진만큼 더 많은 아이들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이가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

적인 인권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번 OGA 1기 

미국현장체험학습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추후에 원하는 바를 이루

어 미래 OGA 친구들에게도 자극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World Bank 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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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1 Hacker Way Menlo Park, CA 94025

방문일시: 2018년 1월 17일(수) 9:30 ~ 12:30

정혜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1. 기관 방문 시 학습 내용 

Their value

“To give people the power to share and make the world more open and connected”. ‘공유하고, 세상을 더 개방하

며 연결시키는 힘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 이는 Facebook이 추구하는 그들의 mission이다. 기관을 방문하면서 가장 

강하게 느꼈던 것은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회사가 추구하는 mission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었다.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회사의 mission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mission이 곧 그들이 일

을 하는 데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회사 건물 내부의 벽에는 Facebook의 mission이 적힌 포스터들이 적지 

않게 붙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mission을 주입시킨다는 느낌보다는 동기부여의 느낌이 강했

다.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일을 한다기 보다 일을 하는 목적의 우선순위를 ‘가치’에 두고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Facebook village를 돌아다니면서 이번 투어를 도와주신 Samantha Hebert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사실 

저는 Facebook의 사용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Facebook과 같은 SNS를 굉장히 싫어하죠. 과거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

였을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Facebook은 단순히 ‘보여주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SNS가 가지는 부정적인 기능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사용자들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충분히 이해해요. 당신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지, 감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mission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더 개방적이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상호 간을 연결시키는 힘을 주는 과정에서 부작용들을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Facebook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눈 앞

에 있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세상을 더욱 가깝게 만들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

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Facebook이 추구하는 가치이자 그들의 mission이다.

Employee welfare

Facebook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방형 사무실 중 하나인 'Building 20’에서 근무하고 있다. 

Facebook의 본사는 Facebook village라고도 불리는데, 실제로도 마을의 구조를 띠고 있으며 미용실이나 바(bar)도 

있고, 심지어는 해피아워(happy hour)도 있어 시간에 맞춰 즐길 수도 있다. Village내에는 다양한 식당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주 간격으로 팝업스토어(Pop-up store)도 운영한다.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굉장히 큰 cafeteria가 있다는 것

인데, 직원이라면 누구든 돈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메뉴는 다양하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어느 빌딩에나 있는 냉장고에는 다양한 음료수들이 채워져 있으며, 이 또한 공짜로 이용 가능하다. 

공짜라고 해서 질이 나쁜 음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직원들의 건강이나 기호를 고려해 몸에 좋은 스무디를 만들거나,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비건(vegan) 음식들도 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직원들이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라

는 질문에 Instagram에서 엔지니어링 디렉터를 담당하고 있는 Samir Patel씨는 누구나 Building 20내에 있는 시설들

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작업공간 또한 직원들의 복지에 최적화 되어있다. 작업공간마다 스탠딩 책상이 구비되어 있

었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복도에 런닝머신에 연결된 책상이 있었다는 것이다. 런닝머신위에서 편하게 조깅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자유로운 환경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작업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원한

다면 직원들은 어디서든지 근무가 가능하다. 계단에서든, 복도에서든, cafeteria에서든 말이다. 이러한 작업공간의 유

동성은 직원들이 하루 종일 한 공간에 있는 지루함을 피할 수 있게 한다. 

Facebook 캠퍼스에서

Facebook “좋아요(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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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이슈 시사점

Fake news

62%의 미국 성인들은 SNS를 통해 뉴스를 접한다. SNS를 통해서 공유되는 뉴스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Fake 

news인데, 가장 인기가 많은 Fake news는 주류 언론사들보다 Facebook을 통해서 많이 공유된다. Fake news의 문

제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보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며, 이러한 가짜 뉴스는 2016년 미 대선에도 큰 영

향을 미쳤다. Facebook의 고위 간부는 “소셜미디어는 최상의 경우 자신을 표현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주지만, 최악

의 경우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Facebook은 선정

적인 보도와 오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언론사 기사를 우대해 노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CEO

인 Mark Zuckerburg는 “세상에는 선정주의, 틀린 정보, 양 극단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지나치게 많다. 대중이 예전보

다 훨씬 더 빨리 정보를 퍼뜨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와 맞서 싸우지 않으면 그 문제들을 증폭하게 하는 꼴

이 된다”라고 했다.

Privacy

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으로 세상이 연결되면서 SNS는 사람들의 삶에 더욱 깊숙이 침투하게 되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올린 글에 ‘좋아요’버튼을 누름으로써 ‘나’를 표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기존에 비해 확장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범위의 자유는 한 편

으로 남용되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SNS

로 인해 개인의 프로필 정보가 노출되고, 이러한 노출은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 2차적 활용의 위험을 가지게 되었

다. SNS상에서의 활동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려주는 토대가 되며, 전세계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남

용 가능성의 범위도 전세계로 확대되었다. 

현재 Facebook은 이용자가 로그인한 상태에서 다른 사이트에 접속하면 그 사이트 내에서의 검색기록을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에 근거해 맞춤형 광고를 한다. 이에 대해 독일은 Facebook이 이용자들의 정보를 불법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 내 많은 국가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에 직면한 Facebook은 이용자

들이 스스로 개인정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강화된 보호 정책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 포털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 본인 커리어 적용점

견학에 도움을 줬던 Samantha Hebert에게 나의 전공을 정치외교라고 이야기하고 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

해 질문을 하였을 때, 솔직하게 말하면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컴퓨터

와 관련된 직업을 갖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Samantha는 러시아가 Facebook을 통하여 Fake news를 유통했

다는 사건을 예로 들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다고 했으며, SNS로 인해 전통적인 국가들의 경계가 희미

해지면서 국가들과 마찰을 빚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외교를 전공한 사람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

라고 이야기했다. 

국가 간의 관계, 외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번 견학은 Facebook과 같은 소셜 미디어로 인해 발생하

는 국가 간의 문제, 국가의 경계 문제 등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갖게 했고, 문제의 본질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본인의 커리어 방향에 있어 뜻 깊은 경험이었다.  

Google 
1600 Amphitheatre Pkwy, Mountain View, CA 94043

방문일시: 2018년 1월 17일(수) 14:00 ~ 16:30

한의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

1.  기관 방문 시 학습 내용

서부 두 번째 일정으로, 저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다국적 IT기업 Google의 본사인 Googleplex에 방문하

였습니다. Google은 검색 엔진을 비롯한 포털 사이트 ‘구글’, 안드로이드 및 크롬 등의 운영체제(OS), 그리고 Gmail, 

Google Drive, Google Earth 등 여러가지 자체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ChromeOS

팀에 계신 전문가 분들을 만나뵙고 기업 소개 및 캠퍼스투어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Director of Chrome OS, Puneet Kumar과 함께 Google의 모토와 Google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응답

으로 세션을 시작했습니다. OGA 학생 대부분이 사회과학 전공자인 것을 감안하여 컴퓨터 공학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내용보다는 제품과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Google의 수익구

조였는데, 모든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사용자가 생성한 계정 데이터를 광고회사에 제공함으로

써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계정 데이터’란 검색 패턴이나 빈도 등 사용자가 의식하지 않는 와중에 생성하는 정보로, 

빅데이터 기반 접근을 통해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하여 사용자 맞춤 광고를 가능하게 하는 큰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습

니다. 하나 더 인상깊었던 부분은 이곳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의 근무환경이었습니다. 직업안정성 측면에서는 다소 

취약하지만 철저한 능력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속적인 혁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Google 에서



OnDream Global Academy

ㅣ118ㅣ OGA 1기 교육활동 보고서 온드림글로벌아카데미ㅣ119ㅣ

미국 현장학습 보고서

Facebook, Apple 등 유수 기업들 간 이동이 자유로운 점 또한 개발자에게는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 내 스타트업 개발자 중 많은 이들이 Google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Google의 규모와 입지에 대해서도 다

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Chromebook 개발자이신 Grant Grundler과 함께 Googleplex 내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생 

조직인 Facebook에 비해서는 다소 심플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으나 캠퍼스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려는 

노력들이 보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전 세계의 Google 직원들이 구내 식당에 다같이 모여 창업자인 래리 페이

지와 화상 면담 시간을 가지는 문화나, 신입사원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능력을 고려해 자유롭게 자신의 프로젝트를 

정할 수 있는 점 외에도 차별에 저항하고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투어 중 Visitor’s Center에 방문하여 Google의 제품 및 서비스를 경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Google Earth나 

Chromebook, Google home 등의 서비스 모두 Google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 덕

에 가능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데이터센터의 모습을 보며 공학적인 설명을 듣기도 하고, 실제 개

발자들의 근무 환경을 보며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협업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 투어를 마치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오자, Science Outreach and Open Source Program Manager이신 Cat 

Allman과 함께 매년 Google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는 Google Summer of Code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Google Summer of Code란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며 관심 분

야의 프로그램을 오픈 소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학생이 구글을 통해 흥미로운 프로젝트

를 제안하면 세계 유수의 IT 기업 및 기관에서 파견된 멘토와 매칭하여 멘토-멘티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3개월 간 실제로 코딩을 통해 구현하며, 결과물을 오픈 소스로 공유하는 형식입니다. 학생으로서 Google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2.  글로벌 이슈 시사점

Google은 IT 기업인 만큼 Computer Science 및 Data Science 전공이 아니라면 국제기구 진출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의 커리어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 있으나,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 있어서 학

생들에게 큰 시사점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IT 분야 지식의 활용은 사업의 효율적

인 진행 및 확장성 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Google은 빅데이터의 운용을 통해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 활동 및 직무 활동에 있어 데

이터를 대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계정 데이터’는 국제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과연 사용자가 본인의 계정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하는지,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는 행

위가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의 정확도 및 충실도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등

에 대한 논점의 핵심을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3.  본인 커리어 적용점

개인적으로는 비전공자에게 과학을 알리고, 과학의 대중화를 이끄는 Science communication과 Opensource에 

관심이 많아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Google의 본사 방문은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특

히 이공계 전공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유수 IT 기업으로의 방문은 뉴욕에서의 국제기구 

방문과 더불어 제 전공을 살려 어떻게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때때로 국제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곤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찰

을 안겨준 이번 방문이 국제기구로의 꿈을 가지고 있는 모든 OGA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Google

Google 캠퍼스 투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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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ACITY 
방문일시: 2018년 1월 18일(목) 9:20 ~ 10:20

장선경 상명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

미국일정의 마지막 날, 드디어 유다시티(Udacity) 기관담당자를 만나게 되었다. 유다시티는 내가 사전 소개를 맡은 기

관이었던 만큼 가장 관심 있게 조사했던 기관이었다. 직접 기관방문을 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아쉬웠지만, 호텔 컨

퍼런스룸에서 진행된 약 1시간의 일정은 현직자의 기관소개를 듣고 궁금했던 내용을 묻고 배울 수 있었던 알찬 시

간이었다.

미국현장학습 방문기관들 중 유다시티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새롭게 떠오르는 MOOC이라는 교육방식이 어

떤 식으로 지금에 필요한 교육 니즈를 충족시키며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Massive Open 

Online Course(온라인공개강의)의 약자인 MOOC은 전세계 대규모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목적, 수준, 관심에 

따라 온라인 과정을 등록하고, 같은 온라인 과정 수강생들 간에 이루어지는 토론, 팀 프로젝트, 학생간 상호평가 등

의 커뮤니티 기반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1세대 MOOC기업 중 하나로 알려진 유다시

티의 김병학 박사님을 통해 기관의 시행착오 및 발전과정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유다시티와 같은 MOOC의 등장은 무료 혹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명문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기대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 성공적으로 학습을 마친 비율은 전체 수강생의 4-5% 정도로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MOOC을 통한 교육의 효과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유다시티 역시 설립 초기, 대학교와 연

계해 제공한 온라인과정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작한 수업과정들에서 수강생들의 저조한 이수율 및 참여율 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 MOOC의 등장이 기존 대학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로 기존 대학들의 거센 반발까지 

얻게 되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후, 유다시티는 구체적인 사업의 타깃으로 ‘24세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거나 직장인이라

면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의 초점을 

옮기게 된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교육과정으로는  

‘나노디그리’가 있으며, 현재에는 기업과 활발한 연

계를 토대로 대학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자율주행

차, VR,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들을 주요 강의 콘텐

츠로 삼고 있다.

유다시티는 공학기술에 특화된 온라인과정을 제공

하여 수강생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지식을 배우고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구글, 아마존과 같은 신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장의 수요와 잘 맞아떨어지게 되었

다. 유다시티가 집중한 딥러닝, 로봇공학, 인공지능 

등의 공학기술 분야는 기술트랜드에 민감하게 대응

이 어려운 기존의 대학교 수업이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유다시티는 자신들의 MOOC 서비스를 더 이상 기존 대학교와의 경쟁관계 속에서 바라보기 보다 신기술 분

야에 있어 대학이 채워주지 못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상생의 관계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비대면의 온라인 과정의 특성상 교육을 끝까지 마치기까지 학습자 스스로 꾸준한 

동기부여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강생과 멘토 간 1대1 멘토링 활성화, 오프라인으로 수강생들을 연결

시켜주는 유다시티 커넥트 등 다양한 장치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강생의 효과적인 과정이수를 도왔다. 여기에, 보

다 더 학생들이 커리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강생간에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

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유다시티는 초기에 MOOC이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신기술이라는 기존 고등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영

역에 집중함으로 MOOC을 통해 시장의 수요에 부합한 기술인력양성이라는 새로운 교육트랜드를 만들어나가고 있었

다. 전세계적으로 700개 이상의 유수 대학이 MOOC에 참여하며, 각 나라별 다양한 MOOC과정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

데, MOOC은 다양한 교육이슈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각각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교육혁신모델로서 MOOC의 발전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 주요 이슈를 크게 세가지로 정리해보았다.

에듀테크 산업의 발전: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를 의미하는 에듀테크는 IT기술을 교육에 접목

하여 기존의 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산업 분야를 의미한다. 에듀테크라는 말이 생겨나기 전에도 이러닝

(e-learning)과 같은 교육분야에서의 기술활용 시도는 있어 왔지만, 현재의 에듀테크는 단순히 시공간을 초월해 학습

자에게 일방적으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학습자 개개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방향으

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학생주도적인 교육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오프라인 교육방식에도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기존의 교육방식을 뒤집는 플립러닝과 같은 새로운 학습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UDACITY 간담회 모습

김병학 Senior AI Engineer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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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에듀테크를 통해 학생과 교사, 교사와 부모, 학생과 다른 학생들 간에 연결이 강화되면서 학습에 있어 오프라

인을 벗어난 관계형성이 가능하게 되었고, 국내의 클래스팅과 같은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MOOC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등장하게 된 대표적인 에듀테크의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에듀테크 산업의 발전

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 AI, 자율주행차, VR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등장이 상당한 

일자리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위한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성, 불확실성, 인공지능, 빠른 변화의 4가지 특성에 따라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적응력 등을 갖춘 새로운 인재

상이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교육 학교현장에서는 과학(S), 기술(S), 공학(E), 수학(M)의 STEM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대학교에는 학문간에 융합교육이 시도되고 있다. MOOC은 이러한 교육수요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다시티는 높은 취업시장의 수요가 있는 AI, 머신러닝, 앱개발 등의 기술공학분야에 집중하여 

온라인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코세라는 MBA 유명대학들과 연계하여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비즈니스 실무 과정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 내에 직원들의 재교육 필요성에 따라 MOOC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B2B의 수요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기업들은 트랜드에 맞는 빠른 교육과정 공급이 가

능한 MOOC의 장점으로 인해,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를 얻기 위해 기존 대학보다 MOOC을 활용할 것이라는 가능성

이 전망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취업난으로 취업교육에 치우치게 된 대학들이 MOOC에 취업을 위한 교

육기관 자리를 내어주고, 대학본연의 학문연구의 역할을 되찾아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역할

에 힘쓰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평생교육의 중요성 대두: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식기반사회의 등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하고 배우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는 일자리구조의 변화, 직업의 주기 단

축 등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평생직장을 구해 다니다 은퇴하던 이전과는 달리, 직장을 다니면서도 끊

임없는 자기계발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는 노년층 인구의 교육수요를 

증가시켰으며,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는 성인들에 대한 교육수요도 높아졌다. 평생교육이 개인의 경쟁력

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을 장려하고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진입장벽이 낮은 MOOC을 평생교육에 활용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새롭게 필요한 교육수요를 읽고 기존의 교육을 그에 맞게 발전시켜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

를 양성하는 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현장학습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유다시티 사례는 MOOC이라

는 새로운 교육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에 대한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현

재의 교육이슈들과 접목하여 교육혁신모델로서 MOOC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현대사

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만들어 낼 것이며, 교육에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

로 보인다. 이번 현장학습을 통해 넓힐 수 있었던 MOOC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분야에서 올바른 미래교

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나가고 싶다.

NVIDIA 
2788 San Tomas Expressway, Santa Clara, CA 95051

방문일시: 2018년 1월 18일(목) 11:00 ~ 12:30

김지선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측정 및 통계 석사과정

1.  기관 방문시 학습 내용

NVIDIA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반도체회사”,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시장의 주도권을 쥔 회사”로 평가받

는다. 2017년에는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유망한 회사 아마존과 테슬라를 제치고  ‘MIT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똑

똑한 기업 1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1993년 창립되었으며 현재 CEO는 창립자인 젠슨 황(Jen-Hsun Huang·54)이

다. 컴퓨터용 그래픽 처리장치(GPU)와 멀티미디어 장치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이며.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분야

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NVIDIA에서 건물 외관 및 내관 신축을 하였을 때였다. [그림1]이 nvidia건물 사진인데 건물 곳

곳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삼각형 모양이 있다. 이것은 nvidia의 사업영역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삼각형(그래픽)이 사각

형(픽셀)에 비해 면적을 적게 차지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변형하기 때문에 회사의 상징으로써 곳곳에 배치된 것이다. 

NVIDIA가 인공지능관련 4차산업혁명의 주역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CPU와 GPU에 대해 알아야 한다. 

CPU와 GPU는 모두 인간으로 치면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앙처리장치이지만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CPU가 하나의 

일꾼이 혼자 일하는 형식인 반면 GPU는 다수의 일꾼이 함께 일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GPU가 CPU보다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번에 여러 가지의 일을 처리해야 하고 작업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GPU가 CPU에 

NVIDIA 사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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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더욱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CPU로 데이

터 처리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서버를 증가시

켜야 해 비용이 추가되지만, GPU를 이용하면 한 서

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학습과정

은 데이터를 활용한 Machine Learning인데 GPU를 

통해 데이터 처리속도를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 

때문에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각종 기업에서는 시간

과 비용절약이라는 측면에서 CPU보다 GPU에 주목

하게 된 것이다. 

NVIDA는 현재, TESLA, 현대, Amazon, Google 등

의 회사와 기술협력을 하여 인공지능 개발에 기여

하고 있다. 최근 Google, TESLA 등의 대기업이 자체 

GPU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NVIDIA의 속도를 따라

오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NVIDIA 자체적으로도 소

규모 인공지능, 4차산업 관련 유망한 벤처기업과 기

술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2.  글로벌 이슈 시사점

NVIDIA 및 여타 기업들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은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인공

지능, 로봇, 가상현실,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은 대부분 승자가 플랫폼을 독식하

는 구조로써 국가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4차산업혁명 관련기업들은 일본, 미

국 등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국가에 속해있다.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은 이런 기술의 변화에서 논외이다. 대표

적인 예로 아프리카 대륙이 있다. 아프리카에는 선진국의 노동력 공급 및 천연자원조달의 기능을 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만약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되어 노동력 자체 수요가 급감하고 주요자원이 변화하여 천연자원이 충분

한 경제적수입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 개발도상국이 지속적으로 빈곤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면 기술발전이 인간의 생활을 개선시켜 인류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각종 국제기구에서

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개발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UNDP에서는 최근 베트남에 컴퓨터를 활용한 

진료(디지털헬스케어)를 도입하여 비수도권 및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서도 발전가능성이 높다.  Flipped learning 및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으로 미

래에는 학교가 공간적 의미를 잃을 수 있다. 즉 아프리카, 중동의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우수

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의 지역격차 및 빈부격차가 줄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극

빈층에서 중위권 및 최상위권 소득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는 현재 선진국, 수도권 지역에만 

인구가 밀집되고 있는 도시화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4차산업 혁명은 현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수 있다. 그 변화를 절대적으로 좋다고 또는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

겠지만, 소수의 집중된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다수의 인간의 노동력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임은 명백해 보인다. 빈익

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몇몇 국가에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기초임금제(노동을 하지 않고서도 일정수

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를 도입할 수 있다. 국제기구 및 NGO는 세계시민주의 정신을 적극 반영하

여 기술의 향상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최대로 하고 반대로 도태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위험을 선진국들이 나누

어 부담하면서 인류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본인 커리어 적용점

말로만 듣던 4차 산업혁명의 주역 중 한 기업에 직접 방문하고 담당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기술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국제기구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4차산업혁명 

기술을 다양한 개발문제에 적용하고 싶다. 현재 NVIDIA 및 다양한 4차산업혁명 주력기업들이 Machine Learning, AI

와 관련된 지식을 온라인에서 공유하고 개인이 쉽게 입문할 수 있게 강의 형식으로 배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도 ICT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러한 기초지식에 쉽게 접근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UDACITY 

등의 교육플랫폼을 갖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구글, 아마존 등의 기업과 협력하여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으로써 제3

국가에 플랫폼을 갖추는 사업을 진행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교육통계전공자로써 빅데이터 쪽을 더욱 깊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다. Data Scientist로써 국제기

구에서 업무 효율성이나,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이전 분석 또 이후 평가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및 국가의 발전이 좌우될 수 있다. 미국, 한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뿐 아니라 시리아, 아프리카 국가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기본적으로 통신기술이 발달하며 많

은 양의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 이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사회취약층의 적재적소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현재 NGO, UN, UNDP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동일한 이슈에 의해 복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때문

에 발생하는 효율성 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 이지만 쉽게 표면화되지 문제

에 대해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NVIDI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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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리

OGA 통해서 많은 배움과 소중한 만남과 추억들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우

저는 학부때 부터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막연한 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1년동안 OGA 

활동을 하면서 제 꿈을 좀 더 구체화 하고 현실화 시킬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처음 지원했을 때는 유럽 어느 나라에서 오피스에 출퇴근하며 멋진 국제기구에서 편하게 일하는 삶을 꿈

꿨다면, 지금은 세계의 위험하고 가난한 지역에서 사람들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삶을 그리게 되었습니

다. 진짜 국제기구란 어떤 곳인지 수업과 현장학습을 통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의 제 진로 방

향에 온드림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저희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신 원장님, 국장님, 박사님, 조교언

니들 그리고 친해져서 떠나보내기 아쉬운 1기 동기들 모두 감사합니다!

김예은

OGA 1기에서 배운 것은 경쟁과 협력이었습니다. 똑똑하고 포부있는 1기 친구, 동생, 언니 오빠들을 보면

서 많은 자극을 받았고 또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

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선

세상 곳곳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할 우리 진로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

니다. 함께하는 친구들을 얻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OGA 1기 모두모두 Let’s our make dream come true 

together!

박한솔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계신 각 분야의 젊은 인재를 만나고, 최고의 전문

가님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손수지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어쩌면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

에 다가가는 과정은 쉽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점점 조급해지고 스스로에게 느끼는 한계점에 부딪히

던 중에 학부생이라는 틀을 넘어 국제기구 및 NGO에서 다루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실

제 종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기구 진출 준비를 준비할 수 있을 온드림글로벌아카데미에 지원했었

습니다. 매 강의세션들, 워크숍, 세미나, 그리고 미국현장학습은 저에게 매우 소중하고 잊을 수 없는, 앞

으로도 간직할 경험이었습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들: 이주, 난민, 인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어떻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지, 이 분야들을 다루는 국제기구를 방문 혹은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외에 다자외교, 보건, 안보 등 저에게는 생소하지만 배우고 싶었던 분야에 대해서도 깊게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매주 듣는 다양한 주제의 강의들, 여름학기의 기관 방문, 가을학기의 워크숍 그리고 겨울학기의 미국현

장학습을 통해 만난 전문가들을 통해 실제 필드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실질적

인 경험담과 조언을 들을 수 있었고, 국제기구 및 NGO가 세계무대에서 일하는 만큼 세계적으로 공유

되는 긴장상태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이해가 진행되는지 파악하는 방법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OGA를 마무리 하는 미국현장학습은 빽빽한 스케줄 속에서도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

한 경험이었습니다. 주유엔한국대표부부터 여러 유엔기관 (UNDP, UNICEF, UN), NGO (Teach for All, 

Human Rights Watch, InterAction), CFR, IMF, WB, 박물관 그리고 Facebook, Google 등의 실리콘벨리의 

주역들까지 방문하는 이 모든 일정을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10일 안에 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분들을 생각하며, 이 일정을 누구보다 더 제대로 경험하고 저 자신을 단련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동

안의 OGA 활동을 돌아보고, 기관방문 전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까지 공부하고 현장학습을 하니 저 스스

로에게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자고 채찍질하며 더 많이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에 만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OGA 1기 식구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을 만나며 예전의 저보다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환상과 예상에 휘둘리지 않는, 거리낌 없는 라포 형성을 하는 전문가로서,내/외부자적 시선과 성찰을 가

지고 어느 필드를 가든 그곳의 ‘진짜 이야기’를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점들을 알아내고 국제기구에서 그

에 맞는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학부에

서의 다양한 필드조사 및 연구 그리고 온드림글로벌아카데미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전문성

뿐만 아니라 work ethic을 가진 multiplayer 그리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interpersonal skill까지 

겸한 이주, 난민 필드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약 8개월 동안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을 습득하고 국제

기구 및 NGO 진출을 준비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쉼 없이 달려온 온드림글로벌아카데미 동기

들, 그런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현대차 정몽구 재

단과 김성한 원장님, 하경석 국장님, 혜준/지연 조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OGA 1기 수료 소감문 OnDream Global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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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희

항상 불완전하고 불확실했던 스스로의 존재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저도 모르는 새에 조금씩 성장

할 수 있었던 순간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토록 꿈같은 기회에, 너무나 멋진 동기들과 1기로 함께 

이름을 남길 수 있어 기뻐요. 각자가 품고 있는 목표는 조금씩 다른 모습일지라도, 더 나은 세상을 그려

나가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꼭 닮은 우리가 앞으로 성장해나갈 모습이 더욱 기대됩니다. 저 역시 OGA가   

만들어 준 시간과 기회들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치열히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양희수

1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OGA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또 이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정말 좋았고 

앞으로도 이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저에게 좋은 기억만 안겨 준 프로

그램이라 앞으로 더욱 발전하였으면 좋겠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엄기영

훌륭한 프로그램, 멋진 사람들, 함께 써가는 꿈의 스토리.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윤성아

함께 성장해나갔던 8개월의 시간 정말 보람찼고 진짜 연구원 분들, 재단분들, 조교분들, 그리고 무엇보

다 OGA 1기 동기들 짱짱입니다♥

이현주

OGA를 통해 얻은 국제기구진출에 대한 동기와 열정으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희재

국제기구 진출을 꿈꾸며 지원한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에 지원한지 벌써 1년이 되었다는게 믿기지가 않

습니다. 1년동안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이 배웠습니다.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에서의 시간은 제게 등

대와 같아서, 현실이라는 안개 속에서 불안한 걸음을 내딛던 제게 불을 비춰주고, 혼자 걷는 길이 지치지 

않도록 독려해 주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국제기구에 UNV프로그램을 통해 한발 더 다가가게 된 만

큼,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에서의 시간을 잊지 않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멋지게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분의 배려와 도움 없이는 절대 이뤄내지 못했을 성과란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전문성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신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김성한 원장님, 하경석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회를 아낌없이 주신 현대차 정몽구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더 넓

은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의 조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강의 외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조교님들 없이는 불가능했을 프로젝트였습니다 :) 강의해주신 선생님

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국제기구에 진출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온드림에서 만난 1기 동기들께도 감사합니다. 가깝게는 한국에

서, 멀리 독일에서 서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더더욱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세네갈 

UNOWAS에서 많은 경험 쌓고, 많이 배우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온드림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통

해 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임마누엘

OGA를 가능하게 해주신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채험하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진

막막했던 국제기구에 대한 꿈이 현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서 영광이었고 매 순간 감사했습니다♥

장경진

1.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세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한테는 배울 게 있다 공자님 말씀이죠. OGA에선 세 사람 중 세 사람이 다      

스승이었습니다. 

선생(先生)님. 우리는 먼저 태어난 이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선생님 이라 부르지만, OGA에선 아니었습

니다. 똑 부러진 막내들의 활약을 보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일이 잦았습니다. 

든든하고 편안하게 모두를 이끌어준 언니, 오빠들로부터는 제가 동생들에게 어떤 언니가 되어야 하는지

를 배웠습니다. 묵묵하게, 편안하게, 든든하게 OGA를 지켜준 언니 오빠들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이 글을 통해 바쁜 와중에도 항상 동기들을 위해 단톡방에 ‘고급 정보’를 공유해주고, 제가 급작스럽게 물

었던 질문들도 최선을 다해 답해준 한솔오빠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부족하게나마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확대하고 있

는 프로그램인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으로 네덜란드에 다녀왔습니다. OGA 동기 그리고 앞으로 이 글을 

읽게 될 다음 기수 중 이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제 경험과 지원 팁 등 

최대한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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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부한 그 말, ‘인생엔 정답이 없다.’  

‘조급해하지 좀 마라’ 어머니께서 제게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인 재판관

이 아직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국제법률기구 진출, 최종적으로는 한국인 여성 최초 

국제재판관이라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최초’가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 몰라 그런 용감한 꿈을 꿀 수 있

었습니다. 

학부 졸업을 코앞에 두고서야 서울에서 나고 자란 부모님 말 잘 듣는 모범생인 제게 ‘정답 없는 길’을    

개척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대학원을 갈까? 가서 무슨 공부를 해야할까? 당장 

유학을 가야하나? 경력을 먼저 쌓아볼까?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를 포기해야하는데, 모든 선택지가 다 

그럴싸해 보이면서도 말도 안 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많이 불안했고, 두려웠으며 시작도 전에 좌절감까

지 들었습니다.

그런 제게 OGA는 생각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서로의 커리어플랜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통

해, 25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훌륭한 목표를 향해 서로 다른 멋진 길을 걷고 있는지’에 

감탄했습니다. 이 중 단 하나만 정답이란 건 말도 안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아,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게 

바로 이거구나.” 출처도 없이 인터넷에 떠도는 그 진부한 말이 처음으로 진심에 와 닿았습니다. 정해진 답

이 없기에, 내가 걷기로 한 이 길이 오답일까 괜히 마음 졸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3. 세상에 기여하라 투자받은 몸 

OGA는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첫 엘리트 후원이라고 합니다. 교육 기간 제공된 맛있는 밥, 국내 최고의 교

수진, 훌륭한 시설로 제게 투자된 막대한 비용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곧장 갔다면 얼마나 많은 목숨

을 ‘당장’ 살릴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에 죄책감이 듭니다. 매 수업시간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기분 잊지 않겠습니다. 몇 년이 걸리든 OGA에서의 배움

을 토대로 성장하여 국제기구에 진출해 세계 정의와 평화 실현에 일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특별히 신세를 많이 진 하경석 국장님과 김혜준 조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며 글

을 마칩니다. 

장군

OGA를 통해 앞으로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자극하고  

응원하는 OGA 1기가 됩시다!

장선경

OGA를 통해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땐 단순히 모르는 분야들을 두루 배우고 알게 되어 좋다고만 생각했는

데, 강의를 거듭할수록 전문가분들이 전달해주시는 통찰력과 접근방식을 배우며 어느덧 저의 관심 분야

를 바라보는 시각까지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름학기와 겨울학기에 진행된 국내외 국제기구 

및 NGO 기관방문은 현직자를 통해 각 기관의 역할과 입장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커리어

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8개월간 OGA를 통해 경험하고 배

운 것들이 앞으로의 커리어를 계획하고 나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하고 뿌듯합니

다. 감사합니다! :-)

정혜윤

많은 것들을 배웠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간 함께 지냈던 친구들과 동생들, 언니 오빠들 너무 즐거

웠고 감사했습니다. 고생해주신 원장님과 박사님들, 하경석 국장님 그리고 최고의 조교들!! 좋은 인연 계

속해서 이어갔으면 합니다. 영원히 잊지 못 할 겁니다. ♥ 

차수진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경험들과 동기들 그리고 배움을 얻었습니다. 훗날 제게 이 길을 결정한 이유

를 묻는다면 OGA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값 없이 받은 것들을 잊지

않고 세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민영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동기들을 보며 저 또한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1년이었습니다. OGA가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도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의지가 되는 인연이 되어 1기 모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

라 생각합니다.

한승지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강의와 현장학습을 통해 국제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제기구 진출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기회 제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의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기 학생으로 함께할 수 있어 정말 영광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정진하여 꼭 국제기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OGA 1기 학생들과 계속 교류하며 좋은 인연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사

랑합니다♡

한지아

처음엔 내가 이런 곳에 어울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기도 했지만 OGA를 1년 동안 진행 하며 제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꿈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OGA가 아니였

다면 절대 만나지 못할 사람들과 가보지 못햇을 장소들을 접할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황지희

OGA를 하며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학생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주시는 주최

측 덕분에 항상 과분한 대우를 받으며 근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모두 너무에게 감사하고   

1기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OGA가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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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평소의 사회공헌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으로,  

▲문화예술 진흥 ▲미래인재 양성 ▲소외계층 지원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국제교류, 학술연구 및 인재양성을 위해 1995년 

설립되어, 한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였다. 한경비즈니스에서 대한

민국 100대 싱크탱크 겸 국내 10대 외교안보연구원으로 선정되었다.

ㅣ주최ㅣ

ㅣ주관ㅣ

주최/주관기관 소개

하경석 사무국장

∙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기획팀장 겸 교육운영실장(대행)

∙ 前 프린스턴대학교 방문연구원 

∙ 고려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수료

김혜준 교육조교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국제학부 졸업

최지연 행정조교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