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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청춘,
뉴요커 되다

이미 내 미국 비자에
‘UN Internship’
이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었다.
담당관은 입국허가 도장을 찍어 주고는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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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희 학생 맞죠? 저는 ○○
신문사 기자인데요. 이번에 UN 인턴십 다
녀오셨다고요? 관련 기사를 작성하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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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몇 가지 물어봐도 되나요?”
그렇게 전화 인터뷰가 진행되었고, 담당 기자는 며칠 후 관련 기사가
보도될 것이라고 했다. 이틀 정도 지났을까?‘국내 최초의 UN 인턴
최준희’
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신문에 내 기사가 실렸다. 나는 기사를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다. 국내 최초의 인턴은 내가 아닐뿐더러 이미
훨씬 더 많은 선배님들이 UN에서 인턴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기사를
보는 선배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황당했으랴.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경희대가 국내 최초로 UN과의 협정에 의해 인턴을 파견한다는 내용
이 있었다. 결국‘국내 최초 UN 인턴’
이라는 제목에는“국내 대학과
UN의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파견된 최초의 인턴”
이라는 심오한
(?)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아마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그런
제목이 붙여진 것 같다. 좋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때부터 한국 인턴
들 사이에서 나는‘국내 최초 UN 인턴 최준희’
로 불리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신문사와 라디오 프로그램 PD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왔다. 주제는 당연히 UN 인턴십이었다. 당시는 반기문 前 외
교통상부 장관이 UN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UN 관련 기사가 쏟아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꽤 유명한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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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서부터 나의 인턴십 경험과는 어떤 연관성도 찾을 수 없을

다. 매일 아침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행렬 속에서 <뉴욕타임즈

것 같은 국군 방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

(The New York Times)>를

게 되었다. 심지어 호주에 있는 교민소식지에도 관련 내용이 실렸다는

는 베이글이나 샌드위치를 들고 걸어가는 내 모습이 그려졌다. 그리고

얘기를 들었다. 이외에도 나는 UN 인턴십 설명회에 초청을 받아 UN

내 옆으로는 옐로우 캡(뉴욕의 상징인 노란 택시)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

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소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가고 있었다. 또한 9·11테러로 무너진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

얻었다.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공사용 차량도 보

옆구리에 끼고 한 손에는 커피를, 다른 한 손에

였다. 나는 기껏해야 영화 속에서나 봤던 뉴욕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반기문 UN 사무총장에 관한 빅뉴스와 더불어 UN 인턴 또한 신문

앞으로 겪게 될 뉴욕 생활을 그려봤다.

과 방송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나는 얼떨결에 유명인(?)이 되
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UN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러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앞으로 일하게

나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UN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

될 부서에 관한 자료가 있으니 받으러 오라는 내용이었다. 다음 날

던 반면, UN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처

학교에 가서 UN 인턴십 프로그램 담당 교수님을 만나 내가 일하게

럼 인식되는 것 같아 아쉽기도 했다. UN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보

될 경제사회국에 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관련 자료를 받았다. 교

다는 단지 출세의 수단으로 여겨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회

수님은 지금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조사해

가 있을 때마다 국제기구라는 환상을 버리고 사명감을 먼저 갖는 것

보라는 숙제를 내주셨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뉴욕에 가는

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것은 관광이 아니라 UN 인턴십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뉴욕
에 간다는 사실이 마냥 좋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 못했
던 것이다.
집에 가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UN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하늘색 바탕

세계의

UN 본부 인턴 워밍업

사회이사국(DESA, Department Economic and Social Affairs)에 관한 내용을 찾아

중심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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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커다란 UN 로고가 보였다. 앞으로 내가 일하게 될 UNHQ 경제

‘뉴요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필요한 정보를 모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미리 정보를 파악

뉴욕 UN 본부(UNHQ, United Nations Headquarters)

하고 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업무 적응 기간은 큰 차이를

에서의 인턴십이 확정되고 앞으로 어떻게

보인다. 물론 이해가 빠르고 눈치가 있는 사람이야 어디에서든 적응

살아갈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렴풋이 떠올랐

을 잘하겠지만, 보통의 경우 앞으로 일하게 될 부서의 성격과 주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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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에서 퀸즈까지

무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오랜 기간을 헤맬 수 있다.
DESA에 대한 조사와 함께 내가 준비했던 것은 6개월 동안 묵을 집
을 구하는 일이었다. 그곳에 도착한 뒤 구하면 힘들 것 같아 일단 떠
나기 전에 임시로 한 곳을 거처로 정하고 남은 기간에 집을 찾을 계
획이었다. 하지만 뉴욕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드디어 뉴욕으로 가는 날!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만 챙겼는데도
짐이 꽤 많았다. 짐을 챙길 때 6개월 동안 머물 것이라는 생각이 마
음을 붙잡아서인지 자연스레 짐이 늘었고, 공항으로 가기 바로 전날
에야 어느 정도 정리를 다 끝낼 수 있었다.

막막했다.“어떻게 하지? 아는 사람도 한 명 없는데”
라는 말이 입 밖
으로 나오려는 순간 머릿속을 스쳐가는 얼굴들이 있었다. 바로 같은

부모님은 아침 일찍부터 나를 배웅할 준비를 하셨다. 공항으로 가는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두 명의 외국인 친구였다. 둘 다 뉴욕 UNHQ

차 안에서 부모님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한동안 듣지 못하게

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 사정을 잘 이해할 것 같다는

될 소중한 잔소리까지 챙겨 들었다.

생각이 들어 당장 메일을 보냈다. 얼마 후 자신들이 묵고 있는 집에
방이 하나 남았는데 주인아주머니께 말해놓겠다는 답신이 왔다.

어느덧 공항에 도착하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보딩 패스(Boarding
Pass)를

받기 위해 카운터로 갔다. 다행히 짐은 무겁지 않아 추가 비

차근차근 뉴요커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용을 내지 않아도 됐다. 혹시 규정된 무게를 초과해서 돈을 더 내면

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놓였다. 보딩 패스를 받고 시

되었다. 많은 기대감과 함께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간이 남아 면세점으로 갔다. 쇼핑을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몇 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 필요한 물건이 있었다. 바로 내가 당분간 머물 집의 주인아주머니
와 집을 소개해준 대학원 친구에게 줄 선물이었다.
UN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직원분들과의 만남

탑승장에 도착해 한 시간 정도가 지나가 탑승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들렸다. 비행기는 일본 나리타를 경유해 뉴욕까지 갈 예정이었다. 태
평양을 건널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지루함이 느껴지는 듯했다. 다행
히 최신형 비행기라서 자리마다 배치된 스크린으로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었다. 게다가 게임까지! 이정도면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지루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나는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일본 나리타국제공항(Narita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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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ort)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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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방송이 들렸다.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밖을 내다 봤다. 처

“This is your home.”

음으로 밟아보는 일본이었지만 곧 뉴욕행 비행기를 타야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뉴욕 가이드북을 펼쳤다. 인턴십 시작일보다 한 주 정
도 일찍 뉴욕에 도착하기 때문에 관광을 좀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였다. 잠시 후 뉴욕행 비행기에 탑승하라는 안내방송이 들렸다. 들고
있던 가이드북을 가방에 넣고 게이트 앞으로 갔다. 승무원의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았다. 피곤했다. 나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짐을 내리고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 쪽으로 갔다. 아주머니가 쓰레기
통 밑에 집 열쇠와 내 방 열쇠를 숨겨두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쓰레기
통을 치워보니 노랗게 빛나는 것이 보였다. 열쇠였다. 현관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가 내 방문을 열었다. 말끔하게 정돈된 방이 눈에 들어
왔다. 간단하게 짐을 풀어 어느 정도 정리를 끝내고 침대에 누웠다.
일산에서부터 뉴욕 퀸즈까지 무사히 도착하니 그제야 안도감이 들었

비행기는 곧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서서히 긴장되기 시작했다.
‘택시는 어떻게 타지?’
,‘집까지 가는 길은 어떻게 설명하지?’
,‘화물

다.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로 뉴욕
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했다.

칸에 부친 짐들은 잘 있을까?’등의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떠다니
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공항에 내리자 곧이어 입국심사가 이뤄졌다. 예
전에 캐나다에 갔을 때 대답을 잘못하는 바람에 세 시간 동안 입국
심사장에 붙들려 있었던 가슴 아픈 기억이 떠올라서인지, 더욱 긴장
이 되었다. 다행히 담당관의“어디서 묵을 것이냐”
,“얼마나 있을 것

UN

이냐”등의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미 내 미국 비자에‘UN

본부로

Internship’
이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출근하기

없었다. 담당관은 입국허가 도장을 찍어 주고는 씩 웃으며 이렇게 말
했다.

가이드북을 펼치고

뉴욕에 도착하고 UN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다.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을 생각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로 UNHQ까지 가는 법을 익히

“Welcome to the United States!”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다. 적어온 주소를 운전사에게 보여줬다.
내가 가야할 곳은 맨해튼(Manhattan)에서 동쪽으로 40분 정도 떨어진
퀸즈(Queens)였다. 공항을 떠난 택시는 이층집들이 즐비한 주택가 안으
로 들어갔다. 운전사는 에메랄드색 페인트칠이 된 이층집 앞에 차를

는 것이었다. 그 다음은 내가 살고 있는 동
네에 익숙해지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뉴욕 관광이었다. 일주일 동안
이 세 가지를 모두 하기엔 무리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우
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먼저 주인아주머니에게 뉴욕 지하철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난 거의

세우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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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 가져온 가이드북에도 뉴욕 지하철은 오

눈에 들어왔다. 각양각색 빌딩들이 하늘에 닿을 듯 솟아 있었다. 그

래되고 노선이 많아져 처음 이용할 때는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Empire State Building), 크라이슬러 빌딩(Chrysler

쓰여 있어 불안한 마음만 가득했다. 그래도‘일단 한 번 해보자’
라는

Building)

마음을 먹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

센트럴역(Grand Central Terminal)에 내려 사람들에게 UNHQ로 가는 길을

걸렸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간 순간 나도 모르게 입에선“어? 이게 지

물었다. 몇 번 헤매다가 드디어 UN 건물 앞에 도착! 전 세계 평화를

하철역이야?”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 정도로 너무 초라했다. 뉴욕

위해 오늘도 땀 흘리고 있을 UN 직원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리고

지하철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허름하고 지저분하다는 얘기는 들

인턴이긴 하지만 나도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은 적 있었으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

그 설레는 마음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등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빌딩들이 다 보였다. 나는 그랜드

었고, 역 안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다.
UN 견물 앞에서 몇 분 정도 서 있다가 곧바로 다음 과제를 수행했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뉴욕 지하철은 이래봬도 장점이 있다. 먼

다. 바로 뉴욕 관광이었다. 가이드북을 꺼내 들고 미리 계획했던 관

저 24시간 동안 운행하기 때문에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지하철을 이

광 명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유명한 빌딩들, 타임스 스퀘어(Times

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급행과 완행이 있어서 급행을 타면 더 빠르게

Square),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물론 중간에 몇 개의 정거장을 그냥 지나치

되었던 장소들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브로드웨이(Broadway), 센트럴 파크(Central Park) 등 영화 속 배경이

기 때문에 급행을 탈 때는 어디에서 정차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승차표 발매기가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나는 스크린
의 한글 메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마 인근에 한국인들이 많기 때
문에 제공되는 서비스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표 가격이 다양
해서 개인의 이용 목적에 맞게 표를 구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달
정기권은 매일 규칙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종일권은
하루 동안 마음껏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안
성맞춤이다. 나는 이제부터 매일 지하철을 타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정
기권을 끊었다.

이렇게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오니 무척 피곤했다.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옆방에 사는 친구가 내 방문을 노크했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
니“지금 슈퍼마켓에 가는데 필요한 물건이 없냐”
는 것이어서, 괜찮다
고 말하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내가 살던 집에는 지하에 세 개, 1층에
두 개, 2층에 세 개, 총 여덟 개의 방이 있었다. 나는 2층에 있는 방
중 하나를 썼고 나머지 방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각자 방을 쓰
고 화장실과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방문을 노크한 친
구는 인도 출신의 니킬이었다. 옆방에 살고 있어서 마주치는 경우가
많았다. 니킬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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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긁고 플랫폼으로 들어가 맨해튼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

다. 뉴욕에 있는 동안 이 친구와 친해져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다. 40분 정도 지났을까. TV에서만 봤던 그 멋진 맨해튼의 모습이

수 있었다.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새벽인데도 나를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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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준 친구였다.

대가 인턴십 프로그램
을 시작했는데 내가 제
1호 인턴이라며 다시 소

드디어 첫날

개했다.
나는 책상 배정과 기본

출근 첫날, 정장을 차려 입고 UNHQ 건물로 향했다. UNHQ 건물
1층의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자 안내데스크가 나왔다. 내가 인턴십 확
인 레터(Letter)를 보여주며 오늘부터 출근한 인턴이라고 말하자, 안내
하는 분은 상냥하게 환영한다는 인사를 건네며 잠시 기다리라고 했
다. 조금 있자 인턴 담당자가 와서 UN 인턴에 대한 소개와 출입증
받는 법을 알려주었다. UNHQ 건물 맞은편 출입증발급 사무실로 가
서 10분 정도 기다리자 내 차례가 왔다. 담당자는 내 신상 정보를 입
력하고 출입증에 들어갈 사진을 찍었다. 출입증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받을 수 있었다. 갈색 바탕 중앙에 사진이 있었고, 밑에는 인턴 기간
이 기재되어 있었다. UN에서는 몇 가지 다른 색의 출입증을 사용하

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받고 자리에 앉아 주위
를 둘러 봤다. 생각보다

인턴 업무를 했던 사무실에서

분위기가 조용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하는 사람들로 인해 활발
한 분위기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조용히 일하고 있어 조금 의
아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내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그들은 만나서 반갑다며 자기들도 나와 같은 인턴이라고 했다. 한 명
은 에티오피아에서, 다른 한 명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왔다고 했다.
서로 인사를 건네고 인턴 생활은 어떤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을 물어봤다.

고 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인턴과 정직원의 출입증 색깔은
확실히 달랐으며, 출입할 수 있는 게이트의 종류도 달랐다.

첫날이라 그런지 특별히 주어진 일이 없어 내 책상의 컴퓨터와 책, 사
무용품을 정리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올 무렵 유엔군축국(UNODA,

출입증을 들고 DESA 건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
로 올라가자 사무실로 통하는 두 개의 통로가 나왔다. 사무실 이름
을 확인한 뒤 내가 일할 공공관리처(DPADM, Division
and Development Management)를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에서

인턴으로 있는 학교 선배에게 전화가

왔다.

for Public Administration

찾아 들어갔다. 넓은 공간이 여러 개의 책

“준희야, 첫 출근 축하해! 점심 같이 먹을래?”

상과 개인 사무실로 나뉘어 있었고, 몇 명은 회의 중이었다. 안내하는
분이 그들에게 오늘부터 일하게 될 인턴이라며 나를 소개했다. 그러
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반갑게 악수를 청하며 혹시 경희대에서 온 인
턴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DESA와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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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첫 출근이라서 아마 상사를 비롯해 다른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갈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선배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
고 했다. 나는 그래도 모르니 일단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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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되자 상사가 나에게 오더니 한마디 하곤

직원들이 대개 전문가들이거나 다년간 UN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

혼자 나가버렸다.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근무자의 나이와 국적
은 다양한 편이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엔 국제기구의 막연한 이미지가

“See you after lunch.”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국제기구. 말 그대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조금 어리둥절했다. 한국이었으면 당연히 같이 밥 먹으러 가서 인사도

사람들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일하는 곳이었다. 앞으로 시작될 6개월

나눴을 텐데,‘여기는 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는 각자 알아

간의 UN 인턴 경험이 지금까지 국제기구에 대해 막연하게 갖고 있었던

서 점심을 먹는 분위기라 내가 특별히 약속을 잡지 않는 이상 점심

생각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을 같이 먹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선배로부터 들었다.
한국의 점심 문화(회사 동료들과 함께 여럿이서 점심을 먹는 모습)는 이곳에 없었던
나의 상사 디베라 씨

것이다. 이것을 문화 충격이라고 했던가? 그제야 내가 정말 뉴욕에 있
다는 사실이 조금씩 느껴졌다.

나와 함께 일했던 상사는 필리핀 출신의 디베라 씨였다. 미국에서 대
오후가 되자 상사는 내게 회의에 참석하라고 했다. 회의실에는 오전
에 인사를 건넸던 인턴 두 명과 직원 한 명이 들어왔다. 상사는 서로
를 인사시키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
행했다. 나는 무슨 얘기인지 주의 깊게 들으려고 내내 집중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다. 아는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영어 악
센트(Accent)가 다 달라서 듣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에서선 거의
미국 영어로 공부했는데, 이곳에서는 각자 출신 나라 고유의 악센트
로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물론 나도 한국식 악센트를 구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회
의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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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나오고 UN에서 일한 지 20년이 넘은 베테랑이었다. 인턴 초창
기에 디베라 씨는 나에게“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를 통해 일
을 배우라”
고 말했다.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인 나는 종종 실수를 범
해 디베라 씨를 당황
스럽게 했지만, 그의
의도대로 난 그런 과
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디베
라 씨는 바쁠 때도 어
제나 여유를 잃지 않

회의가 끝나고 같은 층의 다른 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그들은 모

았다. 그는 유머와 노

두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한 가지 놀란 사실은 직원들 대부

래를 좋아했는데 인

분 나이가 지긋했던 반면, 인턴들은 대체로 젊은 편이었다는 것이다.

턴십을 하는 동안 그

나의 상사 De Vera 씨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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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꽤 여러 번 노래방을 갔던 게 아무래도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

에게 보조 업무를 주는 경우가 많아 나도 6개월 동안 주로 국제회의

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상사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디베

준비의 보조 역할을 맡았다.

라 씨와는 정말 친구같이 지냈다.
우리 부서에서는 두 달 동안 뉴욕, 마닐라(Manila), 브루나이(Brunei)에서
물론 지금도 가끔 연락할 정도로 디베라 씨와는 좋은 친구가 되었

개최될 국제회의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량이 무척 많았다. 중

다. 비록 상사와 직원의 관계로 시작된 인연이지만 지금은 좋은 친구

간에 합류하게 된 나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해야 했

인 셈이다. 어디를 가든지‘어떤 사람과 일하는가’
가 중요한 것 같다.

다.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일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회사도 결국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

있기 때문이었다. 회의 시 오고 가는 이야기를 꼼꼼하게 필기하며 일

요하다. 특히 좋은 상사와의 만남은‘성공적인 직장 생활’
에 꼭 필요

의 진척 정도를 파악했다. 물론 보조 역할밖에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 요소 중 하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나는 정말 좋은 상사를 만났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디베라 씨는 더 이상 내 상사가 아니
지만, 언젠가 다시 한 번 디베라 씨와 노래방에서 목청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나는 참가자들 연락 및 변경사항 공지, 관련자료 편집, 홈페이지 관
리, 공문서 작성 등의 일을 도왔다. 만약 혼자 일했다면 부담이 컸을
테지만, 나와 더불어 두 명의 인턴이 있었기에 함께 도우며 일할 수 있
었다. 상사는 인턴들을 잘 활용(?)했던 것 같다. 그래서 보통 일을 줄
때 인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로 주었다. 혼자서 일하게 되
면 실수가 많을 수 있고 부담도 갖게 되지만, 함께 일하면 서로 부족

인턴은

UN 인턴이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

인턴일

하는 사람이 많다. 나 역시도 어떤 일을 하

뿐?

게 될지 무척 궁금했다. 몇몇 선배들로부
터 UN 인턴이 되면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
여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왜냐하면 보
통 인턴 기간이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서 중요한 일을 맡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턴은 일을 배우러 온 사
람이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온 사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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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일할 수 있었다.
하루는 뉴욕 본부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모
두들 준비 작업을 하느라 바빴다. 상사는 행사 하루 전까지 필요한
자료를 모두 준비하라고 했다. 나를 포함한 인턴들과 직원들까지 각
자 맡은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나고 마지막
으로 남은 것은 복사 작업. 전체 참석 인원을 25~30명으로 예상하
고 자료를 복사해야 했다. 한 사람에서 보통 다섯 개 정도의 자료가
전달될 예정이었고 자료마다 보통 40~50페이지 정도였다. 다시 말해
엄청난 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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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는 야근하기로 마음먹고 밤 10시까지 UN의 최첨단 복사기(빠

회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명목상으로만 존

른 속도, 자동 스테이플링을 자랑하는)로 복사 작업을 모두 끝냈다.

재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작업이었다. 이들의 활동을 보면서

아마 그 복사기가 없었다면 밤새도록 복사만 했을 것이다. 다음 날

우리나라에도 UN과 대학교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좋겠다고

회의는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결과도 아주 만족스러웠다. 전날 야근한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UN에서는 학생들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람이 있었다. 야근한다고 수당이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일할 수 있고, 학생들은 UN과 협력해서 연구했다는 경력을 남길 수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일을 찾아서 했고 그것에 대한 결과

있기 때문이다.

가 긍정적이었다는 것이 나를 뿌듯하게 했다.
얼마 후 그 학생들은 자료 조사를 위해 남미와 유럽 등지에 가게 되
UN 인턴십을 하다 보면 남들이 시켜서 하는 일보다는 자신이 직접

었는데 DESA에서 상당 부분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인턴이니까 대충하자’
라는 식의

나라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프로그램에

태도를 갖는다면 결코 많은 것을 배울 수 없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이후 더 많은 것
을 배울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
대개 인턴 기간은 2개월이지만 나는 6개월 동안 할 예정이었기 때문
에 디베라 씨는 내게 여러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 정신없

UN 인턴

었던 국제회의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는 다짜고짜 나를 어디론

100배

가 데리고 갔다. 우리가 간 곳은 UN 건물 안의 식당이었다. 조금 후

즐기기

한 무리의 학생들이 와서 인사를 건넸다. 디베라 씨는 네 명의 학생
들에게 나를 소개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뉴욕 대학교(NYU, New
University)

‘어차피 UN 인턴은 무급이다. 그러니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 가자.’

York

정책대학원(Wagner School)에서 공공정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

들이었다. 뉴욕 대학교와 DESA 사이에 협력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DESA와 그들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디베라 씨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고 있었다. 연구 주제는 세계 곳곳에 있는 경제사회
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실제로 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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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럴 수 없었다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내가 매일 정시에 출근하고 때로
는 야근하는 모습을 보며 다른 직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떤 직원은 나에게 오더니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인턴은 사무실에 왔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
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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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UN은 내가 꿈에 그리던 곳이었고 또

정을 듣고 온몸에 소

실제로 배울만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주어진 일을 다 하고 나면

름이 끼쳤다. 서울에

나는 어김없이 UN 인트라넷(Intranet)에 들어가 오늘과 내일 어떤 회의가

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있는지 확인했다. UNHQ 인턴의 가장 큰 장점은 많은 세미나에 수

에서 우리가 상상조차

없이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UN 총회,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할 수 없는 인권 유린

UN의 주요결정기구들의 회의뿐만 아니라 각종 비정부기구들이 주최

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하는 세미나도 다양했다.

에 놀랐다. 이렇듯 북
한 인권의 실상에 대해

틈만 나면 상사에게 회의에 참석해도 되겠냐고 물어봤고 대부분의 경
우 상사는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 그중 아직도 기억
에 남는 것은 앨 고어(Albert Arnold Gore Jr.)가 발표했던 「불편한 진실(An
이다.
Inconvenient Truth)」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내용을 앨 고어가 직접 설명

했는데, 환경에 대한 그의 관심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발
표 후 그가 직접 쓴 책에 사인을 받을 기회도 있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중으로 미뤘다.

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세미나가 끝

UN 본부에서 열린 빈곤퇴치포럼에 참석해서

나고 나도 모르게 탈북자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보며 인사를 건넸다. 만나서 반갑다고, 나는 남한 사람
이라고. 서로 마주 잡은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북한 사람
과 악수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알았다. 그들의 몸속에도 나
와 같이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는 빈곤 퇴치를 위한 세미나이다. 참석자들은 어떻게 하면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냈다. 그중에 나
의 관심을 끈 사람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의 어두운 면을 보다

교수 니그로폰테(Nicholas Negroponte)였다. 그는 개발도상국 어

린이들의 교육 증진을 위해 10만 원짜리 노트북을 개발해 보급하고

미국의 화려함에 흠뻑 젖어 있을 무렵 같은 한인 교회에 다니고 있던

있었다. 그의 프로젝트를 보면서 우리가 힘을 합하면 세계 빈곤 문제

형이 워싱턴 D.C.로 자원봉사를 가는데 같이 가자고 했다. 미국의 수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도 워싱턴 D.C.에 가보고 싶은 마음에 자원봉사까지 하면 의미가 있
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해져 합류했다. 뉴욕에서 출발해 네 시간 반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북한 인권 세미나이다. 평소에 북한 인
권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세미나 소식을 듣자마자 세미나에

정도 걸렸다.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5분 정도 가니 이층집이 나
왔다. 문 앞에는‘평화나눔공동체’
라고 쓰인 간판이 있었다.

참석했다. 세미나는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이어졌다. 그들의 탈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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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 정치학 박사과정까지 포기했다는 얘기를
듣고 무척 놀랐다.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공부를 접었다
고 한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나누기 위해 수년 전부터 빈민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더욱 놀란 것은 목사님이 내가 다니는 대
학원 선배였다는 사실이었다.“세상 참 좁다”
는 말이 제대로 와 닿는
순간이었다. 나는 학교 선배님이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
실이 정말 자랑스러웠다. 자원봉사를 통해 화려해 보이는 미국에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오늘도
촛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했다.
워싱턴 D.C. 평화나눔공동체에 모인 자원봉자사들과 함께

평화나눔공동체는 최상진 목사님이 담당하고 있었다. 목사님은 주변
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밥과 옷을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 머
물며 2박 3일 동안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수프와 겨울옷을 나눠 주

멋진

었다. 많은 노숙자들이 추위에 떨다가 허기진 배를 달래고자 모여들

사람

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흑인들이었다.

이란

예전에 이런 문장을 읽은 적이 있다.
“멋진 사람이란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최고로 만들 수 있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노숙자들 대부분은 전쟁 참전용사였다. 그

는 사람이다.”

들은 전쟁 중에 얻은 질병과 정신적 고통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다. 특히 정신이상 증세 때문에 취업을 해도 일에 집
중하지 못해 쫓겨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다. 그들은 집에서조차
냉대를 받고 거리로 내쫓겼다. 목사님은 이들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
고 수년 동안 봉사하고 있었다. 앞으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더 많
은 노숙자들이 생겨날 것이라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도 덧붙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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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나는 무엇을 선택할 때 이것이 과
연 최고인지 아닌지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특히 둘 다 똑같이 좋아 보일 때는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내가 선택한 것을 최고로 또는 최악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6개월 동안의 인턴 생활을 돌아보면서 스
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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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과연 내가 선택한 것들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뿌듯함이 느껴졌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처음부터 계속 나는 최선을 다하려는

임민경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열정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싶다.
지금 나의 삶은 무척 평범하다. 더 이상 UNHQ에서 일하고 있지도
않고, 뉴욕의 거리를 걸을 수도 없다. 하지만 UN에서 세계를 품었던
그 마음은 여전히 갖고 있다. 지금은 북한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있다. 특히 남과 북의 평화로운 통일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아직 답은 찾지 못했으나 다행히 나와 비슷
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혼자보다는 마음을 합해
같이 일하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

현실과 이상 사이를 걷다

력이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나의 선택을 최고
의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도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이 문제들을 알릴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 대
안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과감하게
UN에 도전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세계를 품는 법을 배워라.

중요한 점은 자신의 성향을 먼저 알고
장기적으로 UN 진출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막연히 환상만 가지고 들어가기에 U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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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현실적이고 고도의 전문성(Professionalism)을 요구하는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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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임민

멀기만 했던

최근 몇 년 전부터, 신문이나 TV에는 UN

UN

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룬 기사들이 부

UNDP 중국사무소 두만강개발사무국(Tumen Secretariat)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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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에게 UN은 마치 넘기 힘든 산과 같다.
나 역시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으로서 UN은 그저 먼 나라 얘기
에 불과했다. 이런 내가 불현듯 UN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냥
그 삶이‘멋져’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수익내기에 혈안이 된 사기업을
위한 일보다, 모두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나
고 자란 한국 이외의 환경에서도 활동하고 싶었다. 이런 나에게 UN
은 언뜻 보기에도‘꿈의 직장’
처럼 느껴졌다. 물론 국제관계학을 전공
한 것도 내겐 괜찮은 명분(?)이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운 좋게도 UN에서의 인턴을 경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해서 처음‘아, 제발 인
턴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정작 실현되자 마치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내 경험을 누군가에게 공유할 생각도
미처 하지 못했다. 아마도 UN에서의 인턴 경험이 곧바로 UN 안의 구
체적인 커리어(Career)로 연결되기가 매우 힘들다는 현실을 깨달았기 때
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얼마 전 우연히 참가한 국제기구 설명회에서 인턴에 관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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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알았고, 내 인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

을 정도였다. 그러나 인턴십에 지원하기 앞서,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

로 눈동자를 크게 뜨던 주변인들의 호기심 넘치는 얼굴 때문에 생각

어 자신을 간략히 소개한 후‘지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혹시 지

을 고쳤다. 보잘 것 없는 내 경험이 국제기구 진출 정보에 목마른 다

금 나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지’물어보

른 누군가에게는 꿈을 위한 지푸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는 것이 예상 밖의 수확으로 이어질 때가 있다.‘예상 밖’
이라는 표현

이 글에서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약 반 년간 유엔개발

을 쓴 이유는 전화를 걸어도 대부분 별 소득 없이 상대편의 퉁명스러

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China에서 일했던 나의 인

운 대꾸를 듣고 끊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

턴 경험담을 소개한다. 내가 그곳에서 느꼈던 점을 되도록 과장 없이

대와 직접 통화하면 현재 상대 기관이 왜 인턴을 필요로 않는지, 언제

솔직하게 담아냄으로써 UN 인턴을 궁금해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도

쯤 다시 지원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곳을 추천 받을 수 있는지 등

움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이제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려 2008년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훗날 다시 지원할 때 도움이 되

9월로 가자!

는 팁을 얻을 수 있다.
당시 내 생각이 바뀌게 된 것도 바로 한 통의 전화였다. UNDP
China 사이트에 소개된 프로젝트 설명만으로는 이 프로젝트가 나
같은 조건의 인력을 정말 필요로 하는지 그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힘

그들에게

UN 인턴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지원서를

들다. 내가 원래 지원하려고 마음먹었던 부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필요한 건

제출하는 과정을 들어보면 상당 부분 공

협력을 주로 다루는 실크로드 프로젝트였다. 당시 내가 쓰고 있던 논

바로 나!

통점이 있다. 먼저, 평소 관심 있던 UN 산

문과 상당히 연관된 부서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성과 지원동기를

하기관 사이트를 검색한 후 자신의 이력

어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프로젝트는 당시 복

과 조건에 부합한 프로젝트가 있는지 찾

잡한 정치적인 이유로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겉으로 볼 때는

아‘인턴을 하고 싶다’
는 마음을 강렬히 어

내 전공과 가장 부합했던 부서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인력이 많이 필요

필한 메시지와 영문 이력서(CV, Curriculum Vitae)

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마침 UNDP China에

를 첨부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더 추천하고 싶은 루트

근무 중이던 한국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비교적 쉽게 좋은 정보를

(Route)는

얻을 수 있었던 경우였다. 그렇게 나는‘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GTI,

해당 기관에 먼저 전화를 걸어 보는 것이다. 사실 영어로, 그

것도 외국어 공포감이 극도로 조성되는‘전화 한 통’
의 상황은 나에

에
Great Tumen Initiative)’

지원하게 됐고 그 후 약 2주간의 기다림 끝에 인

게 있어 최후까지 미루고 싶은 일 중 하나였다. 가능만 하다면 낮은

터뷰 요청을 받았다.

확률의 제비뽑기일지라도 그냥 메일 몇 통에 내 운명을 맡겨버리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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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어떻게 메일 몇 통에 인터뷰까지

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터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입안이

할 수 있었느냐, 당신은 정말 잘난 사람인가 보다, 아니면 적어도 운

말라 단내가 나도록 대답하고 난 후 비로소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을

이 매우 좋은 게 틀림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도

접할 수 있었다.

UN 인턴에 합격한 사람들의 수기를 뒤져 읽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어쩌면 그렇게 쉽게들 들어가는지, 메일 한 통이 인터뷰로 뚝딱
연결되고, 그 인터뷰가 어떻게 곧장 합격을 부르는지 내겐 절대 일어
나지 않을 일처럼 마냥 신기했다. 그런데 나에게도 바로 그런 일이 일
어났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인턴이든 취업이든 각 사람에게 맞는
‘Right Time’
이 있고 그때가 되면 누구에게나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단, 계속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전제 하에 말이
다. 당시 내가 UN에 보낸 지원서는 인턴과 기타 취업 관련 지원을 합
쳐 족히 200여 통이 넘었다. 여기에 틈날 때마다 UN 사이트를 기웃
거리며 정보를 모으던 시간까지 고려하면 UN 인턴이라는 자리가 갑
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만은 아닌 듯하다. 담담한 마음으로 꾸준히
지원하고, 물 먹고, 또 지원하고……. 이렇게 반복하던 중 마침 나와
상대의‘때’
가 서로 맞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턴십

내가 일했던 GTI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두

일상

만강 유역 개발을 둘러싸고 중국, 북한, 일

속으로

본, 몽골, 한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프로젝
트이다. 1993년 UNDP의 제안으로 시작되
었지만 그동안 국가간 소극적인 참여로 인
해 다소 미진하게 진행되다가 2009년 말
두만강 지역이 중국의 전략개발지역으로 격

상되면서 다시 탄력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국가간 프로젝트이기 때
문에 내가 주로 했던 일도, 국가간 회의 기획과 보고서 작성 등이었
다. 특히 나는 두만강 개발의 환경·관광 섹터(Environment and Tourism Sector)

내가 지원했던 GTI는 마침 한국인을 필요로 했고, 나에게 연락을 해

에 소속되어, 두만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줬다. 인터뷰는 약 40여 분간 영어로 진행되었고 프로젝트 총 책임자

보고서들을 읽고 정리해 상사에게 검토를 받는 일을 주로 했다.

와 실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주요 질문은 자기소개와 전공 소개, 이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만약 합격한다
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등이었다. 내가 GTI에 대해 얼

하루 일과

마나 관심이 있고 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언어 능력과 기본자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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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있는지를 주로 평가했다. 특히 영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 9시에 출근해 낮 12시까지 오전 근무를 한다. 오전에는 보통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해서 혀에서 굴러갈 정도로 완벽히 연습한 후 인터

체 회의가 있거나 UN 본부 혹은 협력 기관에서 온 직원들과 미팅하

뷰에 임했다. 나처럼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어 감

는 경우가 많다. 전체 회의에서는 한 주의 일정을 점검하고 각자 진행
35

중인 일을 보고한다. 전체 회의 이외 다른 미팅은 직무와 관련되어 있
을 경우 상사(Supervisor)의 재량 하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는데, 그때만
큼은 UN이 다국적 직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국적은 다르지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교환, 협력
하는 방식은 내가 시야를 넓히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다.
오전 근무가 끝나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다. 보통
점심은 동료들과 함께 주변 식당에서 먹는데, 그들의 다양한 국적 때
문에 그만큼의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당시 내 상사도 내 친

러시아 식당에서 함께

한 동료와 같은 러시아인이어서 러시아 음식을 자주 먹었는데, 아마
평생 먹을 러시아 음식을 그때 다 먹었을 것이다. 이처럼 UN이 다국

사실 나도 처음에는 파티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꿔다 놓은

적 조직이라는 점은 단순히 업무뿐만 아니라 다국적 동료들과 어울

보리자루처럼 구석에 서서 음식이나 축내는 유형이었다. 그런데 한 번

리는 문화에서 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듯하다.

은 주변에서 열변을 토하던 서양 친구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저

저녁 6시까지 오후 근무를 한다. 이때는 주로 각자 담당한 일을 처
리하는 시간이다. 나는 자료를 정리해 보고서를 쓰거나, 중요한 회의
개최를 앞두고는 회의 기획과 한국 측 참가자 연락, 홍보자료 작성
등 정말 정신없이 일해야 했다. 하루 종일 영어와 중국어로 일하다 보
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한편으로는 두 가지 외국어를 업무 언어
로 사용하는 환경 덕에 매일 스스로 훈련할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UN 인턴십이 내게 주었던 소중한 자산일 것이다.

렇게 열심히 하나하고 귀 기울여 들어보았다. 각자 중국에서 체험한
이상한 중국 문화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옆에
서 듣는 내가 웃음을 참느라 혼났다. 그때 서양 친구들은 자신이 겪
은 사소한 일이라도 기억했다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 때 적절한 소재
로 잘 삼는 것 같았다. 맹목적으로 그들을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평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재미있거나 독특한 일을 타인과 나누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에겐 은연중에‘혹시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를 바보로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퇴근 후에는 보통 동료들과 퍼브(Pub)에 가거나 파티에 참석하기도 한

하면서 말도 꺼내기 전에 자가 검열부터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놀

다. UN 인턴 경험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은 바로‘다국적으로 즐기는

때든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든 스스로를 움츠러들게 만든다. 특

문화’
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인데,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몇 번 놀다 보

히 UN과 같은 서구적 업무 문화가 강한 조직에서는 자신감 있게 자

면 어느 새 시시껄렁한 농담을 건네며 최선을 다해(?) 파티를 즐기고

기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익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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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중국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 다양한 국가에서의 체류
다섯 개의

앞에서 다국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

경험으로 인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었다. 또한 주변 사람의 기대에

나라

는데 실제로 내가 인턴으로 있던 시기엔 유

부응해 살기보다는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뚝

난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많았다. 어

심 있는 친구여서 배울 점이 많았던 동료로 기억한다.

떻게 보면 이토록 다양한 문화를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었던, 운 좋은 시기가 아니었
나 싶다.

4개 국어에 능통한 똑순이 중국소녀 메리(Merry)

처음엔 이 친구의 영어 이름이 Merry여서‘이름이 웬 형용사?’
하
미국에서 온 한국계 청년 데이비드(David)

고 의아했다. 중국인민대학에서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이던 메리는
GTI 행정부서에서 인턴십을 했는데 자기 이름처럼 낙천적이고 주변

내가 인턴십을 시작하던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많은 도움을

을 늘 즐겁게 하는 분위기 메이커였다. 모국어인 중국어를 제외하고

주었던 친구다. 어렸을 적부터 미국에서 자라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도 영어, 불어, 스페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메리는 인턴십 당시에도 스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유능한 청년인데, 동

위스에 있는 국제관계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기 꿈은 아프리카

북아시아 정세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UNDP China에서 일하기 전

에 가서 구호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던 그녀는 지금 본인이 준비

이미 중국의 관련 비정부기구(NGO)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GTI에서

하던 스위스의 대학원에 합격해 다니고 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이미

프로그램 매니저(Program Manager)로 근무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국제기구를 마음에 품고 관련 동아리에 참여하며 꾸준히 자신의 꿈
을 향해 준비하던 모습이 인상적인, 힘든 일이 있다가도‘아프리카’
이야기만 나오면 반짝 빛나던 두 눈이 기억에 남는 소녀다.

즐겨 찾았던 중국 식당에서 함께

남아공에서 온 금발 남자 벤(Ben)

남아공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금융을 전공한 벤은 사실 이력만 본
다면 중국과 거리가 먼 친구였다. 그는 한국에서 우리가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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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UN에 인턴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청, 선발된 경우인데 인터넷

기본 조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셈이다. 나는 언어의 장벽에서 자유

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GTI에 이력서를 넣었다가 전화 인터뷰로 합

롭다는 사실만으로도 마르코가 내심 부러웠는데, 정작 본인은 아직

격했다. 굳이 비유하자면, 내가 아프리카의 어느 낯선 나라에 있는

UN에서 일하기에는 자신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늘 고민을 했던 욕

UNDP에 이력서를 보내 합격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까? 벤

심 많은 친구다.

은 약 3개월 동안 중국에서 방을 구해 혼자 살았는데, 생긴 건 전형
한 남아공 악센트가 들어간 영어
적인 백인 남자지만 매우‘헤비(heavy)’
를 구사해 사실 난 거의 못 알아들었다(남아공 악센트가 영국식 영어보다도 더
강하다고 한다).

홍콩에서 온 금융맨 제이슨(Jason)

겉모습과는 달리 아프리카의 정서를 가진 벤은 우리 식

으로 치면 시골에서 갓 올라온 멀끔한 청년 같은 이미지였다. 벤은

인턴십을 얼마 남겨두지 않을 무렵 알게 된 홍콩계 중국인으로 내

GTI에서 약 3개월 정도 인턴십을 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석유

가 졸업을 앞두고 미래에 대해 한창 고민할 때 UN을 좀 더 다른 각

파이프 건설 프로젝트에 뽑혀 중동에서 일하고 있다. UNDP에서의

도로 볼 수 있게 해준 친구다. 제이슨은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

인턴 경험을 토대로 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커리어를 잘 쌓아 세계은행

고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에서 약 4년 반 동안 애널리스트(Analyst)

(IBRD, International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에서

로 일했다. 그러다 대학 때부터 꿈꿔온 아프리카 구호요원이 되기 위

일하는 것을 목표

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성실한 친구다.

해 일본에 있는 유엔평화대학(UPEACE, University for Peace)에서 석사 공부
를 하던 중 GTI 인턴으로 뽑혀 일하게 되었다. 이 친구 역시 자신의
꿈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데, 대학 때 세계은행 프로그램에 참

이태리에서 온 젠틀맨 마르코(Marco)

가해 아프리카에서 약 두 달간 일하면서 구호요원을 꿈꿨다. 졸업 후,
홍콩에 있는 NGO에서 일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전공인 회계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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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는 이태리인이지만 영어가 유창하며, 스위스에 있는 국제관계대

전문성을 쌓은 후 국제기구에 들어갈 것인지 고민하다 개인적인 상황

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던 차에 메일로 지원한 이력서가

으로 인해 결국 후자를 택했다고 한다. 단 3년 후 미련 없이 그만두

통과돼 GTI 인턴으로 일했다. 그는 이태리에서 중국문명학을 전공했

고 원래 꿈을 찾아간다는 전제 하에 말이다. 제이슨은 업무 스트레

는데, 재학 중에도 틈틈이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스로 악명이 높은 투자은행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UN 인

중국에 머물렀기 때문에 중국어 수준도 상당했다. 이 친구 역시 UN

턴십을 발판으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

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는데, UN 공식 언어인 영어와 불어를 완벽에

기 때문이라고 말하곤 했다. 또 사기업에서 일한다고 해서 전부가 회

가깝게 구사하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의 UN에서도 일할 수 있는

사 생활에 매몰된 채 꿈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니, 다양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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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해 주었다.

가지 UN 공용

현재 아프리카에서 일하기 위해 불어 공부에 한창인 그는 차가운 머

어를 추가적으

리와 뜨거운 가슴을 지닌 젊은이였다.

로 구사하는 것
이 UN에서 일하

위에서 소개한 다섯 명의 동료들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바로 대부
분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다는 점과 유창한 언어 구사력이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덜기 위해 덧붙이자면 사실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데
전공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UN 진출에 관심이 많은
어린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UN에서 일하려면 어떤 전공이 유
리한가?”
인데, 사실 내 경험상 이는 다소 어리석은 질문이다. UN 안
에도 수많은 전문영역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UN에서 일하고 싶
은 영역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전공을 택하는 것이 올바
른 접근법이다. 내가 인턴이었을 때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친구들과
농담 반 진담 반으로‘단순히 UN 진출이 목적이라면,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느니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농학(Agricultural

Science)과

같은 실

용적인 학문을 공부하는 게 오히려 UN 입성에 더 빠를 것’
이라는 이
야기를 하곤 했다. 즉 국제관계학이 UN 같은 국제기구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참 재미있는 학문이지만, 정작 UN에서 요구하는 전문
성을 기르기에는‘2% 부족하다’
라는 뜻이었다. 지금 시대엔 학부에서
의 전공이 꼭 그 사람의 전문성까지 대표하지 않는다. 특히 실무 능
력을 중시하는 UN에서는 전공이 무엇이냐보다는‘어떤 영역에서 얼마

기 위한 가장 이
상적인 조건이라
고 볼 수 있다.
특히, 본인의 관
심 영역이 아프리
카와 관련된 일

현재 홍콩에서 일하는 중국 출신‘탄’
과 호주 출신‘피터’
와 함께

이라면 불어 구사력은 필수다. UN에서 언어 구사력은 사람으로 치면
호흡하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조건이 호
흡이지만 평소 우리가 숨쉬기를 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살듯, 마찬가지
로 외국어도 UN 업무의 바탕이자 핵심이다. 물론 원어민과 같은 발
음으로 완벽한 문법의 영어를 구사할 필요는 없다. 앞에서 소개한 동
료 제이슨의 경우, 그는 홍콩식 억양이 강한 영어를 구사했음에도 스
스로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명확히 표현했고 또 그것을 다른 동료
들이 다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영어 구사력에 이의를 제기
하는 사람은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UN 진출을 꿈꾸는 사람은 공
식석상에서 자신의 논리를 명쾌하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꾸
준히 훈련을 해야 한다.

동안 전문성을 쌓았느냐’
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UN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특정 전공을 공부해야 한다’
는 식의 생각은 잊어버
렸으면 좋겠다.
나머지 한 가지는 바로 언어 구사력이다. 영어는 기본이고 여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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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변을 보면 UN 인턴십 후 곧바로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어 일
더

그렇게 약 반 년의 시간이 흘렀다. 되돌아보

자라다

면‘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때는 그
렇게밖에 못했지?’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UNDP China에서의 경험은 전반적으로
내가 틀을 깨고 우물을 벗어나오는 과정이
었다. 외국어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주장 확실한 외국인 동료들과

하게 된 경우도 있다. 이 친구는 UN 본부에서 인턴십을 하던 중 마
침 신입사원 자리(Entry Level)에 공석이 생겨 지원, 합격했다. 물론 당시
본인이 일을 잘했던 요인도 있지만 UN 본부에서 일을 잘했던 모든
인턴이 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경
우는 매우 드물다. 또 UN 지역 사무소조차 워낙 조직이 작고, 같은
조건이면 가능한 한 외국인보다 현지인 고용을 선호해서 그곳에서도
인턴십 후 직원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함께 일하는 법, 아이디어를 짜내 회의 시간에 발언하기 등 인턴십 기
간에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이질감,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의 나 자신

당시 나는 맨땅에 헤딩하면서 이 단순하고도 엄연한 현실을 깨달았

을 넘어서야만 했던 상황에 자주 맞닥뜨려야 했기 때문이다.

다. 그리고 인턴십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 즉 졸업과 취업 사이
를 메우려 몸부림칠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며 내 상황

인턴십이 끝나자 어느새 나는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나는 계
속 UN에 남아 향후 커리어를 쌓고 싶었다. 그러나 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UN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UN 인
턴이 UN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절감했다고나 할까? 당
시 수십 차례 이력서를 수정하며 조금이라도 내 전공과 관련된 자리
가 나면 수시로 지원했지만 면접은 고사하고 서류도 통과되지 않았
다. 하다못해 비서나 행정원을 뽑는 데도 해당 전공과 최소 3년 이상
의 관련 경력을 요구했다. 실제로 UN에서 제시한 공통의 선발조건은
유창한 언어능력과 최소 3년에서 5년간 일관된 분야에서 전문 경험이
있는 경력자였다. 따라서 정부 기관이든 국제 NGO든 사기업이든 자
신이 향후 UN에서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영역에서 착실하게 경력
을 쌓아야 한다. 그제야 UN 진출을 타진해볼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유창한 외국어 능력은 기
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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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적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UN 취업의 환상을 깰 수 있
었던 것이다. 나는 당시 UN에서 어느 동아줄이든 매달려 일할 수 있
다면‘상관없다’
고 생각했다. 워낙 들어가는 문이 좁은 세계이기 때
문에 그냥 인턴십만 끝내고 나오자니 뭔가 기득권을 잃는 것 같은 상
실감이 컸고 또 졸업을 앞두고 있었던 터라 더욱 스스로를 극단으
로 몰았던 것 같다. 그런데 UNDP China에서 일하는 동안 내가 관
찰한 UN이 과연 이전에 상상했던‘꿈의 직장’
이었냐 하면 또 그건 아
니었다. 오히려 UN의 관료주의적 조직 문화와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
세스는 나와 잘 맞지 않았다. 아무래도 내가 일했던 기관이 현장성보
다는 비교적 사무 업무가 많은 UNDP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특히
UNDP는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에서 자
유롭지 못하고 한 국가의 참여 태도가 전체 프로젝트의 진행을 좌지
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내가 퍼부은 노력
이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엔 어려운 환경이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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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본인의 성향이 현장

게 모르게 나의 미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고 있

에서 현지 사람들의 삶

다. 이렇게 보면 UN 인턴십이 당장 UN 취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

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만 개인의 전문성을 쌓아가는 데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따라서

데서 보람을 느끼는 유

지금 UN 인턴십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이들에게 감히 조언해도 괜찮

형이라면 UN 기관에서

을 것 같다. 두려워하지 말고 한 발 더 내딛어 보자. UN 인턴십은 젊

도 현장성이 강한 일을

은 시절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추억이다!

하기 바란다. 그러나
만약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
지는 않아도‘정책’
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변
화시킬 수 있다고 믿
는다면 분석과 페이퍼
만리장성에서 친목 대회 중

중심의 업무를 찾아야

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지 모두 가치 있는 선택이다. 중요한 점은 자신
의 성향을 먼저 알고 장기적으로 UN 진출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
이다. 막연히 환상만 가지고 들어가기에 UN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고
도의 전문성(Professionalism)을 요구하는 집단이다.
UNDP에서의 인턴십을 마친 후 길지 않은 여정을 거쳐 현재 나는 국
내의 한 경제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내가 현재 담당한
지역은 UNDP China에서 인턴십을 했던 두만강 유역이 포함된 중국
의 동북3성이다. 게다가 인턴 시기 알게 된 사람들과 중국 현지에서
의 경험이 지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재 나의 일은 외관상 UN
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임에도 업무의 내용은 상당 부분 그 연장선상
에 있다. 이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과거의 경험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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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범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보건을 만나다

언젠가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유럽 순방 일정의 하나로
UN 기구들이 몰려있는 본을 방문했던 일이 있었다.
UN 사무총장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은 지대했고 식사 자리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내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예컨대‘반기문’
의 영어 표기가‘Ban Ki-moon’
인데 여러 사람들이 성이‘Ban’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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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인지 헷갈렸다는 이야기나, 부인을‘Mrs. Ban’
이라고 부르는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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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장효

의학과

흔히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다고

보건학

하면,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를

WHO 유럽지부 환경보건센터(ECEH) 직업환경보건부서 인턴

떠올리기 쉽다. 의과대학에 들어온 이후 가

현재 한국건강증진재단 지역보건사업팀 공중보건의

족이나 친척, 친구들을 만나면 장래에 희
망하는 과나 고생스러운 의과대학에서의
수련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다. 실제
로 대부분의 의과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E-mail. seishiro84@daum.net

를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로 택하곤 한다. 하지만 꼭 그런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의과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실험실에서 연구를 통해 의과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초의학자의 삶을 살 수도 있다. 한편‘보건학’
이라고 통칭
되어 불리는 또 다른 분야도 존재하는데 예방의학, 보건관리 등 전
체 사회의 건강을 위해 의학적·정책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실제
로 인구집단에 적용시키는 분야다. 실제로 전체 인구의 건강에 기여하
는 공중보건(Public Health)을 위해서, 각 국가에는 보건행정과 질병관리
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이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와 질병
관리본부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 세계의 보건 문제들을 파악하
고 해결하기 위해 UN에도 전문적인 특별 기구가 있는데, 바로 세계보
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이다. 스위스 제네바(Geneva)에 본부를
둔 WHO는 전 세계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지역 본부를 두
고 관리하고 있다. 주된 업무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보건, 의학 분야
에서 전 세계적인 기준을 제정해 보급하는 일과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
는 질병의 감시 및 관리 사업이다.
나는 어떻게, 왜 국제보건과 WHO라는 조직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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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턴십 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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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에서 같이 인턴십 생활을 했던 윤정원(왼쪽), 류수영(중앙)과 함께

을까? 성장 배

교류할 수 있었고, 국제보건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사람들과도 많

경부터 말하자

이 만날 수 있었다. 심지어 학교 내에서‘국제보건포럼’
이라는 모임을

면, 가족과 친

결성하기도 하였다. 한때는 국제보건이라 것을 나 혼자만 고민했었지

척 중에 사회운

만, 이러한 모임을 통해 전 세계의 보건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향후 진로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분들이 많아 어

시간이었다. 마침 우리 학과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은 4학년 학생들에

릴 적부터 다양

게 자신이 원하는 곳이 의학에 관계된 곳이라면 어디든 스스로 결정

한 매체와 생각

해 체험해볼 수 있게 하는 기간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WHO의

을 접할 기회가

인턴십에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많았다. 그러한

영향을 받은 가운데 여러 책과 신문을 읽으면서 차츰 사회의 구조적
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여 세계 민중의 삶을 발전시키는 데 일조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WHO

WHO에서는 인턴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

의과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의학자로서 어떻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

인턴이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경비 문제가 걱정이었

을 살 수 있을까 여러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해봤지만, 공부만으로도

되기까지

는데, 마침 학교 경력개발센터에서 해외 인

빡빡한 의과대학생 입장에선 상당히 막연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던

턴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지

중, 2005년에 당시 최초의 한국인 WHO 사무총장이었던 故 이종욱

원했다.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프로그램이기

박사께서 모교를 방문해 특별 강연을 하셨고 이는 내 인생의 전환점

도 했지만 의대생으로서 그 프로그램을 신

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소아마비, 결핵, 에이즈

청한 사람은 내가 처음이었다. 아닌 게 아

퇴치 업적으로 국제보건 분야는 물론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던 이종욱

니라 의대생, 의사들은 해외에서 인턴을 한다든지 유학을 가는 일이

박사님의 모습은 큰 자극이 되었다. 그때 직접 후배들에게 WHO로

별로 없다. 요즘 대학생들은 교환학생으로 다녀온다든지 휴학을 하

와 인턴 경험을 쌓으라고 권유하기도 하셨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임

고 어학연수를 갔다 오는 일도 많은데, 의과대학생에게는 그런 기회

기를 끝까지 못 채우시고 타계하셔,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았다.

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 의과대학의 커리큘럼(Curriculum)은 타 학과와는

하지만 이후 WHO에 인턴으로 다녀온 사람들을 알게 되어 정보를

상당히 다르고 의대 공부를 빨리 마치고 졸업해 의사가 되는 것이 대
부분의 학생들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의사가 된 후에도 인턴, 레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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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 병원에서 기나긴 수련을 받은 후에 의사가 되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아예 해외에 나가서 의사를 할 생각이 아니고서는 어느 틈에 해외에

인턴들이 몇 명 다

나갔다 온다든지 하는 마음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녀갔지만 한꺼번에
여러 명이 머무른

WHO에서 내가 인턴십을 지원한 곳은 독일 본(Bonn)에 소재한 WHO
유럽 지부 소속 환경보건센터(ECEH, European Centre for Environment and Health)
의 직업보건(Occupational Health) 프로그램이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WHO의 권역은 서태평양 지부(Western Pacific Region)인데도 굳이 유럽에
있는 사무소에 지원한 까닭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의사로
서 사회·노동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
근무하시다가 2000년대 초부터 이곳에 계셨던 김록호 선생님 때문이
었다. 국내에서 왕성히 활동하다 해외로 이주해 국제기구에서 진출한
남다른 이력을 가지신데다, 장차 국제보건 분야에서 일할 학생들에게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앞서 다녀온 선배에게
들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다. 또한 환경이나 직업보건과 같이 생소하지
만 선진국에서는 중요해지고 있는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 업무의 성격상 현장에서 대상 인구집단과 직접 만나는 일과
는 분명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선생님께 메일을 보내 나를 소개하고 인턴 지원 의사를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턴 지원에 나선 것은 그해 2월 말이었다. 선생님
께선 행정 비서에게 자기소개서,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보내면 별다
른 절차 없이 인턴확정통지서를 보내주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실제로
는 6월이 되어 출국할 때까지 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이 행정 비서
가 밀린 업무가 많아 지연된 것도 있고 최종 승인을 하는 유럽 지부
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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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없었는데 이
번에 우리나라 의
대생들이 다수 신
청하여, 특정 국가
의 사람들이 특정
기간에 이렇게 많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
WHO ECEH는 인턴들에게도 방이 하나씩 배정된다

이 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다. 유럽 지부 내에서 또 어떤 속
사정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 지원자 일
부는 통과되지 못하는 한편 이후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인턴의
숫자를 제한하는 내규마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국제기
구에서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학위와 경력을 가지고 까다로운
서류면접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학생 신분으로도 한
국인 선생님 덕분에 어느 정도 쉽게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었다. 아마
ECEH가 유럽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비교적 작은 연구소라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결론을 말하자면 한국이 속해 있는 WHO의 서태평양 지부
에 인턴십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지기 쉬울뿐더러, 선택의 폭도 넓고
현장에서 보다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턴십을 지원할
때 한국인 선생님이 있는 부서라면 아무래도 지원이 용이한 측면이
많을 텐데 서태평양 지부에는 한국인이 여러 명 근무하고 있다는 장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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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해나가자는 것이었다. 직업보건의 국제적 흐
직업보건

우여곡절 끝에 6주간의 인턴십을 시작할

문제와

수 있었는데, 김록호 선생님의 담당 분야

맞닥뜨리다

는 직업보건과 소음 문제였다. 직업보건
은 우리나라에서‘산업의학’
이라는 이름으
로 불리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는 산업혁명기부터 문제가 된 노동자들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다. 지금은 점점 그 범위가 넓어져 특히 북유럽과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 크게 발달하였다고 한다. 소음 문제는 환경보건 문제의

름은 산업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일이든(가사노동같이 전통적인
노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포괄하여, 질병이 생기는 것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것을
넘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위해 광의의 정책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개념이었다. 유럽 지부의 당면 문제는 이제 막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 진입한 동유럽 국가들이 직업보건 정책의 틀을 갖추는 일에
조언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산업화가 진행 중이거나 앞으
로 진입할 개발도상국가들을 위해서도 향후 전 세계적으로 직업보건
분야에서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느꼈다.

일환으로 소음 자체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결
과들을 사용해 야간 소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해결하려는 노력

인턴으로서 내가 맡은 일은 직업보건과 관련해 모인 유럽 지역의 전문

을 한다. 이 밖에도 이곳 사무소에는 대기오염, 거주환경 등의 환경

가들의 회의를 준비하거나 회의 종료 후 보고서 편집을 돕고, WHO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

에서 만든 각종 정책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하면서 협력사업 활동을

는 급성·만성 질병에 비하면 인간에게 주는 피해가 작아 WHO가

보조하는 일이었다. 국제회의를 할 때는 WHO에서 만들어 놓은 준

그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비 과정 표준에 따라 하나씩 수행해나갔다. 모임의 목적과 방향을 미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을 주축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

리 의논해 설정하고, 초청 명단을 확정해 이메일과 우편으로 초청장

들이다.

을 발송한다. 회의 개최지로 오기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나라들에는
예산도 추가로 배정하는데 간혹 내가 직접 수행할 기회도 있었다. 이

WHO에서 직업보건과 관련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던 것은 2007년
상반기 세계보건총회(WHA, World Health Assembly)에서 의결된‘노동자 보건
을 향후
에 관한 전 지구적 행동계획(Global Plan of Action on Workers’Health)’
10년 동안 시행해나가는 일이었다. 그동안 WHO는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와

더불어 노동자들의 건강에 지속적으로

협력해오고 있었고, 이번 행동계획은 그동안 직업보건 분야에 있어서
개념과 접근 방식이 변해온 것을 반영해 보다 폭넓은 의미로써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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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대규모 회의가 끝난 후에는 WHO 공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정해진 양식에 맞추면서도 참가자들의 토의 내용을 통해서 결론
을 도출해내야 하는 어려운 일이었다. 회원국들과의 협력 관계에서는
구소련에서 독립하여 정치적 안정을 찾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WHO와 서유럽 국가들의 직업보건에 관한 정책을 제공
하고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현안이었다. WHO에서 전 세계
적으로 공표해 시행을 촉구한 정책에 대해서 각 국가들의 현황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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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작성해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부지런

님의 배려였다. 이 작업을 하는 동안 국내외의 많은 논문들을 읽으며

히 보냈다.

직업보건의 역사를 파악하고 세계적인 추세는 어떤가,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에 대해 공부했다. 비록 인턴십 동안 논문을 완성하지는 못했

물론 이러한 업무들에 있어 인턴의 역할이란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었

지만 많은 공부가 되었다.

다. 다른 곳에 인턴으로 갔던 사람들과 대화를 해봐도, WHO에서
의 인턴은 맡겨지는 일도 제한적이고 자율적으로 일을 찾아서 해내야

인턴십 과정이 끝날 때쯤에는 직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인턴으로 머무르는 동안 여기서

했던 일들에 대해 발표를 하는 자리도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놀다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일의 목적과 의의는 무엇인지 파악하여 내

가는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했으며 배워가는 것도 많다는 긍정적인

가 할 수 있는 일의 수준을 높이려고 애썼다.

인상을 주기 위해 신경을 꽤 많이 써야 했다. 발표는 물론, 평소 업무
에서도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쭉 자라온 나에게는

기본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특별히 주어진 과제는 논문을 쓰는 것이었
다. 선생님께선 학생 입장에서 논문을 제작해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
험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닐뿐더러 국제적인 정책을 다루는 기
관의 최신 연구자료를 국내에 소개한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회의 때는 식사 시간에 일상적인 대화를 나
눌 때에 비해 듣고 이해하는 것이나 받아 적는 것이 훨씬 어려웠다. 이
때만큼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하며,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에 대한 동
경이 컸던 때는 없었다.

셨다.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조언 받은 다음에는 스스로 개념을 잡고
UN Campus 빌딩 1층의 UN 깃발 앞에서

전체적인 개괄

보통 아침 9시쯤 출근해 낮 12시 반쯤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5~6시

을 구성해본 뒤

사이에 퇴근하는 식이었다. 직원은 전문 직원과 일반 사무를 담당하

에 자료를 수

는 직원이 있었는데, 일반 직원들은 대개 근무시간 이후까지 머무르지

집하면서 조금

는 않았고, 업무가 많은 전문 직원은 저녁 무렵까지 남아 있기는 하

씩 작성해 나

였지만 그것도 예닐곱 시를 넘기지 않았다. 유럽인은 사생활을 중시해

갔다. 물론 이

출퇴근 시간은 칼처럼 지키고 또 일하는 시간 자체도 우리나라에 비

것은 WHO의

해 길지 않았다.

일과는 별개로
학생 본인의 능
력을 발휘할 기
회를 주신 선생

점심시간은 같은 사무실 직원들과 주로 먹었으며, 이 시간이 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다. 전문 직원들은 폴란드, 불가리아, 터키 등지
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일반 직원은 대개 독일 현지인들이었다. 물론
모든 대화는 영어로 나누었고, 언어 덕분인지 한국에서와 다르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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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관없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친근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
다. 나중에 떠날 때쯤 되니 정도 많이 들어 작별 인사를 할 때는 가

국제기구와

WHO 유럽 지부 환경보건센터가 독일 본

슴이 찡해지기도 했다. 다른 부서에 인턴으로 와 있는 독일 대학생들

우리나라

에 있는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겠는데, 이
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은 UN 캠퍼스

도 있었는데, 그나마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 정직원들에 비해

(Campus)라고

서 좀 더 편하게 지냈고 같이 맥주를 마시기도 했다. 사무실 사람들

로, 과거 본이 서독의 수도이던 시절에 의회

끼리는 점심 식사 외에 저녁을 같이 먹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어

에서 사용하던 건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떤 사람이 퇴직을 한다든지, 크리스마스가 있다든지, 또 다른 기념할

런지 건물이 넓고 시설이 깔끔하여 인턴에

만한 일이 있거나 하면 파티를 여는 식이었는데 이 또한 흔한 일은 아
니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무르는 동안 운 좋게도 사무소의 총 책임자
가 1년에 한 번 자기 집에 다른 직원들을 초대해 여는 파티가 있어 참
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야외에서 바비큐를 굽고 사람들이 각자 준비
해온 음식들을 함께 먹으며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
를 나누었다.

불리는 29층짜리 높은 빌딩으

게도 직원들과 똑같이 널찍한 사무실을 하나씩 배정해줄 정도였다
(WHO 본부가 있는 제네바를 비롯한 다른 사무소들에는 이 정도로 여유가 있지 않다고 한다).

이

건물에는 WHO를 비롯한 십여 개의 UN 기구들이 입주해 있었고, 대
부분 통일 후 독일 정부에서 시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유치한 것이
라 한다. 이러다 보니 건물에 입주해 있는 UN 기구들의 인턴 모임에
서 같이 점심을 먹으며 각자의 기구와 활동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친

이렇게 친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무실이 넓고 각자

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방 하나씩을 쓰다 보니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흔치 않은 근무 환경
이었다. 물론 직업보건을 다루는 우리 부서는 계속 회의를 갖고 업무
를 논의했지만 다른 부서 사람들과는 그렇지 않았다. 사람들은 대
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직접 서로의 방을 찾아가기보다는 내선 전화
로 얘기하거나 내부의 인트라넷(Intranet), 이메일을 사용했다. 점심은 모
여서 먹을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많고, 또 도시락을 싸오는 사람
도 제법 있어 어떤 사람들과는 6주 동안 거의 대화를 해본 일이 없기
도 했다.

마침 그중 UN-SPIDER(우주 기술을 이용해 재난과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
어진 기구라고 한다)라는

사무소에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자격으로 와 있는 젊은 한국분도 만나서, 독일에

머무르는 동안 친하게 지내기도 했다. 그분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
았는지만 국적이 한국이라 병역을 국내에서 이행해야 했는데, 한국국
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에서 스리랑카에 협력 요
원으로 파견되는 것으로 대체했다고 한다. 나 역시 이전부터 그 제도
에 관심이 많아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 병역이 대체되는 협력 요원으로
의사가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문의 자격증(우리나라에서는

인턴과 레지던

트 5년 수련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을 봐야 내과, 외과, 안과 등의 해당 전문의가 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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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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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했다. 매년 30세 이하의 인원 몇 명을 선발해 한국 정부에서 경제적

것들은 다 갖춰져 있고 같은 기숙사에

지원을 해주며 원하는 국제기구에서 1~2년을 일하게 해주는 JPO 제

머무르는 외국인 학생들도 친절해 불편

도에 대해서도 국제기구에 진출하기 좋은 제도라고 들었다.

함 없이 머무를 수 있었다.

본에는 한국대사관 분관도 있었는데, 그곳에 계시는 총영사님과 영

그래도 이곳은 유럽이라 사는 데 큰 불

사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식사와 술자리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분들께

편함이 없었지만 앞으로 국제기구에서

는 외교관으로서의 경험과 국제기구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 현실적

근무를 한다든지 하여 오지에서 살게

인 충고를 들을 수 있었다. 한동안 국제기구에 한국인을 채용할 자

된다면 해외에서의 생활을 받아들일 수

리가 남았었지만 몇 년 사이에 젊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 자리가 많

있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

이 찼고, 앞으로 고위직에 얼마나 진출시키느냐 하는 과제가 남았다

야 할 요소일 것이다. 물론 독일처럼 살

고 하였다. 또한 국제기구에서 승진하기는 쉽지 않으니 인생의 어느

기 좋은 국가라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기에 국제기구에서 일할지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충고도 있었다. 이

떨어져서 지내는 게 힘든 사람도 있을

조언을 듣고 나는 아무런 준비 없이 국제기구에 곧바로 들어가서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국제기구에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충이

이른바 UN Campus라고 불리는 건물.
독일연방의회 건물로 사용되다가 통일
후 현재는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들
의 사무소가 입주해 있다

라서, 계속 독신으로 살거나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독일에서의 생활을 말하자면 생애 처음으로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약 2개월 동안 살아본 셈인데, 개인적으로 음식이 입에 안 맞거나 하
는 일은 없었고 현지 숙소에서도 불편함 없이 지냈다. 유럽은 우리나
라보다 식당에서 먹는 음식 값이 비싼 편이었는데 직접 식료품을 구
입해 조리해 먹으면 그렇지도 않았다. 한국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한
국 식료품점도 있었고, 유학생 등 오래 머무르는 사람들은 집에서 한
국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았다.
독일에 오면 가장 곤란한 것이 숙소를 구하는 일이다. 당시 나는 본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는데 월세는 쌌지만 시설이
나 위생 상태가 아주 좋은 수준은 아니었다. 독일 학생들에 비해 외

특히 여성들은 결혼하기가 더욱 힘들어 제네바의 WHO 본부의 독신
남녀의 비율이 남자가 1이라면 여자가 17 정도라는 말도 들었다. 동료
여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국제보건 활동을 하기 위해 해외에서 일
하고 싶으면서도 결혼과 가정생활이 큰 걱정거리라고 하였다. 비록 짧
았지만 해외에서 지내는 경험을 해본 것도 해외 인턴십을 통해 얻을
수 있던 것들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국가에서도 살아봐야 스스로의 적응력을 더 잘 알 수 있겠다는 생각
도 하게 되었다.
언젠가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유럽 순방 일정의 하나로 UN 기구
들이 몰려있는 본을 방문했던 일이 있었다. UN 사무총장에 대한 직

국인에게는 좋은 방을 주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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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의 관심은 지대했고 식사 자리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내게 여러 가
지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예컨대‘반기문’
의 영어 표기가‘Ban Ki-

다른

당시 졸업을 몇 개월 앞둔 시점, 향후 진로

moon’
인데 여러 사람들이 성이‘Ban’
인지‘Moon’
인지 헷갈렸다는 이

장래를

를 설계하는 것은 인턴십 기간의 가장 중요

야기나, 부인을‘Mrs. Ban’
이라고 부르는지 등이었다. 내가 한국에서

생각하다

한 목표 중 하나였다. 처음 국제보건 분야
에서 일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졌을 때 국

는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성이 뒤섞여 복잡하지

내에서 예방의학이나 의료관리학 등의 보건

않느냐고 물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도착하는 당일이 되자 국회의

학 계통 전공을 가져야 하나 생각했다. 혹

사당이었던 대형 콘퍼런스 홀에 직원들이 착석했고 사무총장이 입장

은 내과나 소아과 등의 임상의학 전공 전

해 한 시간 정도 연설하였다. 자율적인 참석이었는데도, 천 명 이상의
직원들이 와서 사무총장을 반겼다. 새삼 UN 사무총장의 위상을 머
나먼 타국에 와서야 실감할 수 있었다.

문의로서 국내에서 주로 경험을 쌓다가 해외진료봉사를 하는 단체에
서 일한다든지, WHO 등의 국제기구에서 파견업무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고려했다. 사실 두 번째 방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른바‘다른 장래’
를 꿈꾸는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일단
병원에 남아 의사로 수련을 받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공통적으로 있
었다. 의과대학에서부터 수없이 듣고, 직접 실습을 나가 병원 사람들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연설이 끝난 후 기념촬영

을 만나 경험하게 되는 힘들고 권위적인 병원 생활에 대한 인식은, 한
번 병원에 의사로 들어가면 국제 활동을 하러 다시 나오기 힘들 것이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병원을 떠
날 틈이 없는 살인적인 근무에, 지치고 피곤하면서도 그 생활에 차차
익숙해져 그 외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폐쇄성에 있다. 또한 어
쨌든 임상 의사를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되니 거기에 스스로의
경제적·계급적 의식이 맞추어져 간다. 그러다가 가정을 꾸리고 나면
더욱 나가기가 힘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여기에 힘을 보탠다.
물론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많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국제보건 문제에서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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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소외된 지역 계층의 사람들에게 직접

도 경제적 효과의

진료할 의사들이 많이 필요하다. 알베르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 박

여부가 중요한 도구

사처럼 말이다. 실제로 인턴십 기간에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로 떠오르게 되었다

마지막에는 의사가 된 후에 해외에 나갈 길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

는 것인데, 이미 지

이 가장 많았다.

난 2001년에 당시
WHO 사무총장이

나는 병원에서 일하며 당장 눈앞의 환자 몇 명을 보는 것보다 인구집
단 전체의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 정책과 사회구조를 바꾸고 적
용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라 느꼈기 때문에, 긴 수련의 과정을 생략하
고 보건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었던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 WHO
사무총장 이전에는 노르웨

떠나기 전 기념촬영.
가운데 있는 분은 사무실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Angelika Nocker

이 수상이었으며‘지속가능

김록호 선생님께서는 미국 등지로 유학을 갈 것을 강력히 추천하셨

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의 주창자로도 유명하다)의

다. 국내의 보건대학원에서도 미국 유학을 다녀온 교수들이 있어 상

학 교수였던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빈곤의 종말』저자)의 주도 하에「거시

당히 괜찮은 수준이지만, 하버드(Harvard University)나 존스 홉킨스(Johns

이라는 보고서를 펴낸 적도 있다.
경제와 보건(Macroeconomics and Health)」

Hopkins University)의

보건대학원(School of Public Health)에서 국제 보건 문제에

관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 그 자체로 세계적인 시야를 갖추게
되고 전 세계 보건학 분야에서 자격을 인정받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고 하셨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덧붙여 해외의 보건대학원에서 충분히
연구를 한 뒤에 미국이나 한국에서 교수로 일하는 것을 권하셨는데,
결국은 사회의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연구 자
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제공하거나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이었다.

의뢰로 하버드대 경제

또한 그해 6월에는 WHO 유럽 지역 본부에서‘보건체계: 보건과 부
라는
(Health system: Health and Wealth)’

대형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

제적으로 심각한 보건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대개가 빈곤에 시
달리는 국가들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선진국들의 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만큼 경제성에 대한 분석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
처럼 건강과 보건 문제는 그 해결책이 의학과 의료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일부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셈이다. 나 또한 특정

나는 연구자로서의 미래를 생각해본 일은 많지 않았지만, 어떤 정책

분야를 세부 전공으로 삼아 세계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변

을 결정하든 간에 연구를 통해 근거에 기반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화를 줄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점점 중요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WHO 인턴십 동안 내
가 파악한 것 중에 하나는 보건 분야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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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로 상당히 많다. 한비야 씨에 의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월드비전
어떤 길을

WHO에 인턴으로 가보기 전에는 막연히

택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거나 국제

것인가?

보건과 관계된 일을 해보겠다는 애매한 생

(World Vision)이나,

하버드 대학의 폴 파머(Paul Farmer), 짐 킴(Jim Yong Kim) 박

사가 창립한 파트너스 인 헬스(Partners in Health) 같은 단체들도 있으며,
유명한 국경없는 의사회(MSF, Medecins Sans Frontieres)도 있다.

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턴십 기간에는 그런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나가야

이러한 봉사 단체에 대한 생각은 미국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 간 큰

할지도 고민하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했던

차이가 있다고 한다. 미국의 이른바 아이비리그를 나온 학생들은 이

하버드 보건대학원만 해도 통계학, 역학,

런 NGO를 통해 오지로 나가 일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진

환경보건학, 보건정책관리학, 영양학, 국제보건인구학 등의 여러 분야

로선택 기준 중 하나로 당당히 여기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NGO에서

가 있고 또 거기에 속해 있는 교수들만 해도 각각의 다양한 관심사

일하면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이라 말하거나 철없는 활동가들의 모임

와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전문분야를 택하는 것이 아직 학

이라 치부해버리기 십상이다. 오지를 찾아가는 것도 한국인은 여행,

부생에 불과했던 내게는 이르다고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떠한 선

선교, 경력 쌓기의 일환으로 갈 뿐이지 정말 가난하고 건강 불평등에

택지가 있고 그중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일

시달리는 민중들을 위한 열정으로 봉사하러 가는 사람들은 찾기가

지 미리 생각해둘 필요도 있었다. 에이즈, 결핵 등 개발도상국 국민들

쉽지 않다고 한다.

을 절망에 빠트리는 질병의 정복에 힘을 보태거나, 환경보건센터의 직
원들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환경보건에 대해 연구하고 정책을 만드는
등의 여러 가지 길에 대해서 고려했다.

어쩌면 어떤 진로를 택할 것이냐, 경력을 어떻게 쌓느냐보다 왜 국제보
건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지, 본인

젊은 나이에 직접 세계의 민중을 돕는 봉사를 하거나 경험을 쌓으

스스로는 어떤 마음과 열정을 품고 일해야 하는지, 자신의 활동이 정

려 한다면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으로는 KOICA에서 일하는 것도 괜

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등의 질문들을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하는

찮고, 이종욱 사무총장 기념사업으로 만들어져 국제보건 활동과 북

것이 아닐까?

한 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Korea
International Healthcare)이란

Foundation for

정부출연 기관도 있다. 직접 UN 기구에서 그

러한 일들을 하려 한다면 유엔봉사단(UNV, United Nation Volunteer)을 통해
단기간 채용되어 UN의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대개 종교성을 띠고 있긴 하지만 민간 봉사구호단체들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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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장차 국제보건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식민지이기 때문에 착취당하고, 자연재해에 시달린 탓에 빈곤을 벗어
나지 못하는 국가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나
의 이웃이라고 느끼는가, 돈이 없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들과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이들
을 위해 내가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물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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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생각하면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어디서 일하고
어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혼자 가만히 생각해서 쉽게 이루어

용
허성

질 일은 아니며, 불씨를 가슴 속에 간직한 채로 같은 꿈을 꾸는 사람
들과의 전 지구적인 연대를 통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 나는 WHO에서
의 인턴십 경험을 통해 그러한‘연대’
와‘실천’
에 첫 발을 디딜 수 있
었다.

KARIBU 탄자니아,

내가 만난 UN
- Karibu는 스와힐리어로 환영한다는 뜻이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Think Globally, Act Locally”를 되새겼다.
그렇게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내 눈에 띈 글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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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허성

NGO에서

처음 아프리카에 가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

시작된

만 해도 UN은, 한마디로‘나와는 상관없

탄자니아 UNDP 산하 UN-HABITAT 인턴

아프리카와의

는 다른 세상’
이었다. 대학 시절 나는 여느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속 국제협력봉사요원(세네갈)

인연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
었다. 졸업반이었던 2007년, 나는 아직 어
떤 길도 선택할 수 없었다. 앞으로 내가 정
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신이

E-mail. akaraka04@gmail.com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아직은 선택이 아닌 배움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이제 학교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봐야 얻어질 수 있겠다 싶었다. 그때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봉사활동에 대한 소망과 함께 빈곤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둠의
땅, 아프리카가 내 눈에 들어왔다.
그 미지의 땅이 내게 진정한 삶의 교훈을 가르쳐줄 곳이라고 확신했
다. 졸업, 군대, 취직 등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런 현실들도 나를 멈추게 할 수 없었고 결국 아프리카에 가기로 결심
했다. 그리고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에서 선발하는 한국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봉사단을 알게 되었고 NGO 굿네이버

스(Good Neighbors)를 통해 탄자니아에 가게 되었다. 그렇게 우연인지 필
연인지 모를 아프리카와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빈곤’
이다. 그와 함
께 질병, 전쟁, 종족 및 종교 갈등, 정부의 부정부패 등이 얽혀 아프리
카의 어두운 면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54개
국으로 이루어진 아프리카 대륙은 각 나라마다 다른 문화와 언어, 역
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 나라 안에서도 발달 지역과 낙후 지역 간 큰
72

73

Thinking Globally, Act Locally

격차를 보이는 곳이다.
처음 그곳에 갔을 때 현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돌아올 수
있길 바랐다. 그러나 그런 순진한 마음과는 다르게 현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만 끼쳤던 적도 있었다. 그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 데
에는 이미 역사, 사회, 문화, 경제, 정치, 환경적 문제들이 뿌리 깊게 존
재하는데 나는 그것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맑은 눈
망울의 아이들을 보면서‘이런 모순되고 왜곡된 현실 속에서 자라는
이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과연 그들에게 희망은 있을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일까?’
라는 의문 속으로 깊

내 안에서‘올바르게 돕는 방법’
을 발견하고 나니 그것을 제대로 실행
하고픈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에 대한 동기는 NGO 활동 중
만났던 탄자니아의 이웃과 친구들에게서 발견했다. 그들에게 배운 것
은 대가없는 믿음과 사랑이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진정한
나눔과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준 그 얼굴과 눈빛을 떠올리며‘이 아이
들의 삶에 한줄기 희망을 얹어줄 수만 있다면’
이라고 소망하니 내가
가야할 길이 분명히 보였다. 그렇게 내가 국제자원활동가가 되겠다는
꿈을 그리는 순간, 일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게 빠져들었다. 이러한 문제가 어디서 왔고 답은 또 어떻게 내야 하는
지.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아프리카의 현실은 문화적 충격으로 다

그런데 막상 결심하고 보니 걱정이 앞섰다. 그 첫 단추를 어디서부터,

가왔고, 알아버린 후에는 이미 부정하거나 잊어버리기 힘든 불편한 진

어떻게 끼워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외 이

실 그 자체였다. 하지만 불편한 마음을 안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웃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고, 봉사활동이나 장기적으로 전문분야에

것은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밖에 없었다.

서 활동하면 되겠다 싶었지만, 오히려 나 자신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
았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과 동시에 편하고 근사한

먼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
한 질문은‘과연 제대로 된 도움이란 무엇인가’
였다. 나름대로 생각한
결론은‘그들 스스로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자’
였다. 즉 그들이 주
체가 되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
도록 말이다. 그들에게는 소리 없는 조력자가 되어 최소한의 지지와
환경을 만들어줄 역할이 필요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러 국
가와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통일된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것을 누리고자 하는 이기적이고 연약한 내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
이다. 또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실천에 옮기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기로 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면서“Think Globally, Act Locally(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
역적으로 행동하라)”
를 되새겼다. 그렇게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내 눈에 띈 글자
가 있었다. 바로‘UN’
이었다.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UN 인턴십은 기본적으로 무급이고 비행기 표와 비자, 생활을 스스
로 해결해야 한다. 만약 탄자니아에서의 NGO 활동이 없었다면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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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 국가의 인턴십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

거나, 거부당하거나, 현재 뽑는 인원이 없는 경우 등 홈페이지에 나와

만 나는 이미 이곳 기후와 문화에 익숙했고, 1년 동안의 생활을 통해

있는 공지사항과 다른 답변이거나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역시 UN

현지어인 스와힐리어에도 능숙한 편이었다. 더불어 비자나 주거 문제

의 벽은 높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너무 마음만 앞선 것은 아닌지 후

도 이미 해결되어 있어 비행기를 탈 필요도 없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회가 밀려왔다. 그러나 당장 돌아갈 비행기 표조차 없던 나는 물러설

조건이었다. 돌이켜 보면 내게 행운이 따른 셈이다.

수 없었다. 안 되면 UN에 직접 찾아가 보기라도 할 요량이었다.
그러던 중 내 장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탄자니아 UN에 주목
했다. 수많은 사이트에서 관련 공지사항을 읽고 담당자에게 문의하
면서 UN에 대한 여러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놀랐던 것은 관심 있

탄자니아

NGO 활동이 끝나고 한국 NGO 봉사단에

게 찾아보니 예전에는 결코 보이지 않았던 많은 정보를 얻게 된 것이

ONE

게 제공되는 귀국 항공편을 끊을 수 있었

다. 덕분에 탄자니아 UN의 특징도 알게 되었다. ONE UN이라는 이

UN

지만 나에게는 이미 새로운 목표가 있었다.

름으로 각기 나뉘어 있던 사무소들을 모아 한곳에 위치시키고 브랜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한 동아프리카의 여

드를 통합하거나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

러 국제기구에 인턴십 도전을 결심하고 지

인 좋은 사례가 바로 탄자니아 UN이었다. 물론 모든 기관이 완전

원 원서를 보냈기 때문이다. 영국식 영어를

히 통합된 것은 아니었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유

사용하는 이곳 기준에 맞게 각 기관에서

엔난민기구(UNHC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같

요구하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지원서(Application)와 영문 자기

은 단체들은 외부에 독립적으로 위치했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개서(CL, Cover Letter) 및 영문 이력서(CV, Curriculum Vitae)를 작성해서 원어

기관은 탄자니아 ONE UN 안에 속해 있었다. 개발도상국에서 규

민 친구로부터 첨삭을 받는 등 몇 번의 수정을 거쳤다. 그리고 현지어

모 있는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구사 및 현장 NGO 경험 등 장점을 부각시킨 이메일과 함께 발송했

Development Programme) 을

다. 유엔 나이로비 사무소(UNON, United Nations Office at Nairobi)의 경우 지원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자들이 많아 인턴십 지원 홈페이지가 따로 개설되어 있고 모든 사항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은 인턴십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정해진 질문 사항

of the United Nations),

에만 답할 수 있었다.

for Women),

비롯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에이즈계획(UNAIDS,

국제연합홍보센터(UNIC, Information Centers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유엔봉사단(UNV, United Nation Volunteer) 등 많은 단체들이 독자

적으로 또는 UNDP 소속으로 모여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얼마 후 하나둘씩 돌아온 결과는 대기시간이 너무 길거나, 응답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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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탄자니아 ONE UN을 대표하는 UNDP 사이트를 통해서 인턴

인쇄해 폴더에 담아 인터뷰를 준비

십을 지원했다.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던 대표 메일 주소를 통해 지

했다. 인터뷰 당일, 인터뷰는 우려

원서와 CL, CV를 보냈으나“현재는 인턴십에 공석이 없어 선발하지

와는 달리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었

않고 있고 향후 빠른 기간 안에 인턴을 선발할 계획 또한 불투명하

다. 한눈에 봐도 인상 좋은 담당자

다”
라는 답장이 돌아왔다. 탄자니아의 경우 몇 개의 기관 말고는 규

가 영어와 스와힐리어를 병행하여

모가 작아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

인터뷰를 진행했다. 나는 먼저 탄자

고, 그런 경우는 그 기관의 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표 홈페이지를

니아 수도의 NGO 굿네이버스 활

통해 인턴십 지원서를 제출하면 지부로 연결하는 복잡한 방식이어서

동을 소개했다. 그는 CV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구체

연결이 쉽지 않은 편이었다. 그마저도 각 지부에서 인턴을 뽑겠다는

적으로 탄자니아 수도 시청에서 시행되는‘청소년 센터 프로젝트(OSYC,

요청이 먼저 있는 경우일 때 성립되고, 지부가 작아서 인턴 제도 자체

를
One Stop Youth Center Project)’

가 없거나 본부에서만 인턴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프로젝트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컴퓨터를 활용하는

보통 관련 분야 석사 재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곳이 많아 나와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 부분을 조리 있게 설명했다. 담당자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적합한

UN-HABITAT 인턴 신분증

소개했다. 메일을 통해서 언급했던 바로 그

사람을 찾고 있었고, 마침 나와 맞는 부분이 있어 인터뷰 중 구체적
그러다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머리를 스쳤다. 탄자니아 UN 내의 독
립적인 국제기구이면서, 규모가 작아 UNDP 아래에 소속되어 있는 기

인 업무 이야기까지 오갔다. 얼마 후 나는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
다. 탄자니아 UN-HABITAT 인턴십에 합격한 것이다.

관과 탄자니아 ONE UN 밖에 있는 기관의 콘택트 포인트(Contact Point)
를 알아내 연락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어렵게 연락처를

UN-HABITAT는 유엔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
s Fund)이나

알아내 다시 한 번 지원 서류를 보냈다. 답이 쉽게 오지 않았지만 마

UNESCO처럼 잘 알려진 국제기구들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한국에

음을 졸이며 기다리자 얼마 뒤 한 곳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바로 탄

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 생소한 곳이다. 흔히 HABITAT라 하면 무주

자니아 UN-HABITAT의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였다. 그는 내

택자에게 집을 지어주는 NGO HABITAT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름은

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다며 인터뷰 요청을 했다.

비슷하지만 하는 일은 많이 다르다.

그때 나는 컴퓨터 앞에서 팔짝 뛰며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UN-HABITAT는 유엔인간거주정착센터(UNH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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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Human

그 다음 주가 되자 약간 긴장이 되었지만 나름대로 예상 질문에 대

Settlement Program)로

1978년 설립되었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지

해서 영어와 스와힐리어로 답을 준비하고 모든 지원 서류를 깨끗하게

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증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주거 환경(Shelte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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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의

기술 및 정책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세워진 국제기구다.

는 국내 직원들이 그들 방식대로 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
한 문화에 익숙했기에 빨리 적응하고 일을 배울 수 있었다. 이처럼 특
정 지역에서 UN 인턴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같은 국제기구

Paper, Paper, Paper

라도 각 지역과 나라에 따라 그곳의 문화와 방식으로 일한다는 것을
유념하자. 그리고 그 방식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더 잘

UN은 시작부터 끝까지‘Paper, Paper, Paper’
로 움직이는 기구였다.
모든 프로젝트의 계획과 진행, 평가 방법이 매뉴얼로 제작되어 있고
그것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절차에 따라 일을 진
행한다. 처음에는 너무 빈틈이 없어 보여 갑갑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문서화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므로 곳곳에 탄자니아의 문화와 풍습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왔다. 즉
현지의 특성이 완전히 배제되어 딱딱하거나 차가운 느낌이 아니어서
다행이었다(처음에는 TV에서 보던 국제회의와 UN 본부의 이미지 때
문에 긴장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내가 만난 UN은 탄자니아 문화가
그대로 살아 있는, 말 그대로‘탄자니아 United Nations’
이었다.
탄자니아 문화는 다른 말로 스와힐리 문화라고도 한다.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한 동아프리카에서 쓰이는 스와힐리어와 이곳만의 전통과
사고방식이 담겨 있는 문화다. 1년 동안 온몸으로 경험한 것이기 때
문에 몇 마디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업무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여유
있고 사람 중심적인데 반해, 한국인인 내가 보기에는 다소 느리고 체
계성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단편적인 예로 현장에서 많이
쓰는“POLE POLE(느리게 느리게)”
이라는 말에서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탄자니아 UN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

적응하고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탄자니아의 문화적 특징 때문인지 내가 만난 UN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UN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은
내 생각과 큰 차이가 있었다. 사실 1년간 NGO 활동을 하면서 책임
감, 주인의식이 부족한 현지인의 모습에 때론 실망한 적이 있어서인지
UN은‘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
다. 자연스럽게 개발도상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다는 사명감으
로 가득 찬 UN 직원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 달리 함께 지냈
던 현지 직원 중에는 매너리즘(Mennerism)에 빠진 듯 관료주의적 태도로
일관하거나, UN을 그저 보수 좋은 직장 정도로만 여겼던 이들도 있
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다(물론 일부에 한정된 이야기다).
단편적인 예로 처음 신분증이 발급되는 데 몇 주가 걸렸다. 우선 담
당자가 자리를 비울 때가 많았고, 발급 절차의 역할 분담이 너무 명
확하게 되어 있다 보니 한 가지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넘어
갈 수 없는 상황이 빈번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나서
서 책임 있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자신이 맡은 역할
만 담당하며 다른 업무에는 무관심했다. 이런 부분은 UN의 전체 구
조를 잘 모르던 나로서는 무척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은 국내 직원(National Staff)인 탄자니아인이고(유학파이고 영어도 수준급
이다) 국제 직원(International Staff)은 그 비율이 높지 않아 실무를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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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8시 30분에 출근하면 전화 한 통으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배
달해 먹을 수 있고 각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 아
래 각자 맡은 업무를 한다. 건물 안에는 수많은 부서가 있지만 내가
있는 방을 빼고는 워낙 사람도 많고 기관도 많아서 어떤 사람이 무
슨 일을 하고 있는지 금방 파악하기가 힘들다. 다만 각 부서별로 내
선 번호가 있어서 필요하면 내선전화를 통해 업무 협의를 하고, 그것
으로 부족할 때에는 회의를 주최해 사안에 대해 토론하기도 한다. 간
혹 국제회의나 정부 기관 방문, 현장 답사가 있을 때는‘UN’
이 선명
하게 새겨진 하얀색 랜드 크루저(Land Cruiser)를 타고 나갔다. 하지만 대

모색하고 구체화했다.
UN-HABITAT의 경우 10개가 넘는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대부분 기본 5년이 넘고 길게는 10년 계획의 프로젝트들로
상세한 사업계획서와 실행계획서(Action Plan)를 바탕으로 수행되고 있었
다. 또한 프로젝트마다 예산은 각기 다르지만 1년에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그 규모가 상당했다. UN-HABITAT 한 곳에서
만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볼 때, 탄자니아
UN 전체를 봤을 때는 엄청난 규모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나
는 내가 할 수 있을 일을 찾고 기관 업무를 배워가면서 점점 인턴 생
활에 적응했다.

부분의 시간을 사무실 안에서 보내다 보니 NGO에서 현장 중심의 다
이내믹(Dynamic)한 활동을 하던 나에게는 상대적으로‘화이트칼라 워커
가
(White Worker)’

UN에서 직원을 선발할 때는 처음부터 운영지침(TOR, Terms of Reference)

인턴십은 장단점이 있다.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특권을 갖기도 하지만

또는 직문분석표(Job Description)에 따라 그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는

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 면에서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도 동시

데, 이것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 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지 향

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정된 기간과 지위 안에서도 본인

후 하고자 하는 일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내 경우는 기관에

의 역량에 따라 적극적으로 배우고 실천하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서 인턴 자리를 먼저

가 더 넓어진다. 나 역시 처음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몰랐기 때문

공고한 것이 아니었

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서나 현장 사업장 방문 등

기 때문에 인턴이 된

을 통해 파악했다. 조금 지나고 나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각종 제안

후 담당자가 제시해

(Proposal)에

준 내용을 바탕으로

있는 다른 기관을 방문해 그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

TOR을 작성하고 할

명과 함께 업무를 배웠다. 초기에는 소속 기관의 업무를 신속하게 파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악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내 담당

매일 아침 사무실로 배달되는 아침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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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느낌이었다.

대해서 요약·정리해서 보고하거나, 탄자니아 One UN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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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ITAT가 담당한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 3개국(케냐, 우간다, 르완다)에서 함께 진행되는 멀티 내셔널 프
로젝트(Multi-National Project)로 탄자니아에서는 수도인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에서

진행되었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되 현지 사정에 맞는 프로그램과 내용을 개발해서 적
용해나가는 방식이었다.

현장 속의 인턴십

탄자니아 수도 Dar es Salaam 시청

처음 시청에 갔을 때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기
존의 업무 분장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청 직원들

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적응기를 거치고

사이에서 내 일을 찾고 그들과 유기적으로 일하는 것은 꽤 어려웠기

나는 탄자니아 수도 시청(City Council)에서 진행하는 OSYC에 본격적으

때문이다. 하지만 별다른 묘책은 없었다. 결국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로 투입되었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어진 업무를 잘 실행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하나
씩 찾고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했다. 또 업무를 떠나서 사람들과 친

보통 UN-HABITAT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실제로 UN-

분을 쌓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다.

HABITAT에서 시행하는 경우보다 정부 기관이나 NGO 등과 협

84

력하여 사업을 실시하면서 UN-HABITAT가 지원·조정하고 평가

케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레니(Renny)와는 OSYC에 대한 세부계획서

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OSYC 역시 그런 방식으

를 같이 구상하고 작성하는 일을 했다. 나와 비슷한 또래였던 레니

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사업의 기본적인 목표는 다양

와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일이었다. 레니

한 문화·교육 활동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도시화로 인해 수도로 몰

는 나보다 연배가 높은 다른 시청 직원들에 비해 말도 잘 통하고 친

린 젊은 세대(Youth)들의 능력계발과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UN-

구처럼 편해서 업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

HABITAT가 갑의 역할, 시청이 을의 역할로써 실제로 사업을 수행

게 계획한 일이 실제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진지하

하는 쪽은 시청이고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모든 관리, 지원은 UN-

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정말 보람을 많이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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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일 중 하나였다.
또한 UN 및 시청 동료들과 협력하여 수도의 각 지역별 교
육자들을 모아 교육하고 이들이 각 지역에 돌아가 학생들
을 교육하는 TOT(Training of Trainers), OSYC 홈페이지를 개설
하여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세미나 사진 게시 및 OSYC의
활동에 대해서 홍보·관리하는 역할,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일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시청에서도 여러 사람과 만나 많은 일을 진행하게
되자, 맡고 있던 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 지원을 요청받
기도 했다. 시청에서 최초로 제작하는 관광객을 위한 다
르에스살람 공식 홍보자료 제작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
게 된 것이다. 홍보자료를 제작함에 있어 외국인의 시점
에서의 내용과 표현에 관한 조언이 필요해 나에게 부탁
했던 것이다. 한국에서 비슷한 자료를 많이 봐왔던 나는
『Lonely Planet』
과 같은 여행 책이나 탄자니아 관광 지
OSYC 프로젝트의 일환인 TOT

역에서 받은 브로슈어 같은 자료들과 비교해보고 전체적
인 디자인의 수정과 외국인의 관심을 끌 내용을 추가하는

동시에 나는 시청의 업무 상황을 본부에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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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까지 실질적인 제안을 할 수 있었다.

요한 국제회의나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그에 맞추어 양쪽의 일을 조

그렇게 UN과 시청을 오가며 일의 체계가 잡히고, 프로젝트 진행에

절했다. 또한 도메인만 있고, 자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던

도 속도가 붙어갈 즈음 인턴 기간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프로젝

OSYC 홈페이지를 개편·관리하는 일도 맡았다. 같이 근무하는 시청

트와 청소년 센터가 빨리 건축되어 많은 현지인들이 교육을 받고 활

직원에게 자료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에 대해서 교육하고, 디자인도

동하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현지

했다. 홈페이지는 OSYC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리기에 충분하게

직원들의 몫이었기에‘잘 완성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구성했고, 여기에 각 지자체 홍보도 할 수 있게끔 개편해 가장 보람

떼야 했다. 처음에는 의사소통 및 업무 진행 등 어렵게만 느껴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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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하지만 결국 언어
시청 프로젝트 참여로 인해, 오히려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UN의 사
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배울 수 있
었다. 또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
나 어려운지 배웠고, 개발도상국에선 할 일이 정말 많다는 것도 깨
달았다.

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수
단이고 좋은‘도구’
에 불과하
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많
은 지원자들이 이 부분을 기
억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
다. 나는 영어와 스와힐리어를
할 수 있다. 영어권에서 살아
본 적도 없고 한국에서도 특별

국제화시대에

국제기구에서 언어의 중요성은 이미 잘 알

맞서는

고 있을 것이다. 모든 업무가 영어와 불어

강력한

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UN에서 정한

무기

6대 공용어를 중심으로 두 가지 이상을
구사할 수 있다면 UN에 진출하는 데 유
리한 조건이 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국
제기구로 진출을 준비하는 지원자들의 언

어 실력은 무척 뛰어나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제
기구 진출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도 역시 언어다. 아마 한국인의 경
우 UN 공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실력
에 비해 활용 능력과 자신감 측면에서 불리할 것이다. 마치 UN은
영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라는 생각에

히 영어 조기교육을 받거나 해
외연수를 간 적도 없는 순수
국내파다. 다만 대학 시절 교
환학생으로 온 미국인 친구와
6개월 동안 룸메이트로 지내면
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

귀국 전 탄자니아 스타일의 레게머리를 하고
마지막 인사차 방문한 UN

스럽게 영어가 늘었다. UN에서 정한 공용어를 익히는 것은 국제기구
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국제화 시대에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를 만드
는 것과 같다. 그러나 단순히 언어의 벽 때문에 국제기구를 포기하려
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싶다. 탄자니아에서 인턴십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영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나도 무사히
인턴 생활을 마쳤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UN을 나와는 상관없는 곳으로 생각했던 과거의 나처럼

또한 내가 가졌던 한 가지 장점은 첫 UN 경험이 뉴욕과 제네바와 같

말이다.

은 헤드 오피스(Head Office)가 아니라 탄자니아였다는 것이다. 주로 선

국제기구에서 일하려면 물론 영어나 불어로 업무가 가능한 수준이

진국에 위치한 헤드오피스에 비해 아프리카식 영어를 구사하는 현지
직원들이 많은 탄자니아 UN에서는 모두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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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대를 바라보며

어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도 비록 한국식 영어였지만 용기 있게 구사
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었다. 최대한 정확한 영어를 쓰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인턴이라는 자리가 배우는 자리이고 공

UN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 있다. 많은 지원자들이

문서, 편지체의 문장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쓰던 영어와

뉴욕과 제네바의 UN 본부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지만 그 기회는 한

는 다른 점이 많이 있다. 게다가 인턴이 작성하는 글이 그대로 최종

정되어 있다. 반면 전 세계의 수많은 국제기구는 그 종류와 하는 일

본으로 나가거나 큰 행사에 바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실수가 있

이 다양하고 폭넓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자신의 재능을

더라도 배우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여 담당자가 수정하고 가르쳐주

잘 살려서 배우고 일하기에 적합한 기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

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영어 실력이 늘고 배울

히 특정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지역 전문가로서 활동하

수 있었던 것 같다.

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지역에 위치한 국제기구의 활동에 관심을 가
지고 참여해보는 것이 전문성을 높이고 경험을 쌓는 데 더 없이 좋은

그리고 생각과 달리 영어 못지않게 현지어인 스와힐리어로 이야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나는 영어에서 부족한 부분을 스와힐리어로
채울 수 있었고, 현지 직원들과 훨씬 친근하게 지낼 수 있어서 나름대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이 점점 늘고는 있지만 아직 그 수가 부족한

로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같은 맥락으로 특정 국가 UN에서 일하고

상황에서 단지 국제기구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알고, 준비할 것

라 자신의 경험과 정확한 목표 의식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지원자들

을 권한다. 그러면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자

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UN 헌장에 내용처럼 인류애를 갖고 어려

세나 태도 역시 UN에서 필요로 하는 국제공무원의 조건 중 하나일

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명감과 마음가짐으로, 또 실제로 그

것이다.

것을 현장에 가서 실천할 각오로 접근해야 하는 곳이 국제기구다. 혹
자는 국제기구가 특정 강대국의 의견에 너무 편향되어 있고, 의사결정

결론적으로 언어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도구라는 것을 유념하되 자
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물론 평소에 언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야겠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인턴은 배우는 자리
라는 것을 명심하며 열심히 노력한다면 오히려 인턴십을 통해 언어가

속도가 느리며, 관료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UN은 특정 국
가나 NGO가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이슈에 국제연합이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접근하여 해결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신력과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많은 지역 정부 기관과 NGO에게 실질적으
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경제적 힘도 가지고 있다.

왜 중요한지 깨닫고, 자신감도 얻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가 가까워지고 지구시민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제적인 공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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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진 21세기에 앞으로 UN이
감당해야 할 역할은 상당히 크다. 결국 UN에서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사명감과 열정이 더욱 커질 때 UN은 그 존재 목적에 부
당신은 왜 UN에 도전하려고 하는가?

합하고 인류의 공영과 화합을 이끄는 세계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꿈을 가지고 도전하자. 국제무대에서 활약하
는 멋진 한국인이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내가 탄자니아에서 인턴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한국은 반기문 UN 사무총
장 이야기로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국제기
구 진출을 꿈꿨다. 이러한 관심은 주변 사람들의 질문들을 통해 더욱 실감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질문을 받고 답변할 때마다 아쉬웠던 점은 상당수의
질문이 국제기구 도전 동기와 활동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 단순히 UN 진출
준비 방법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UN 인턴십에 대한 관심만큼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
는 데 매진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인턴십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들을 수집하
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그보다 먼저 조언하고 싶은 것은 왜 인턴십
에 지원하려고 하는지, 그‘동기’
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종종 국제기구 인턴십에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먼저 반문
한다.“그런데 UN 인턴십을 왜 하려고 하세요?”
라고 말이다. 그럴 때면 질문
했던 사람은 생각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하거나 인턴십 도전에 심오한 철학
이나 비밀이 있겠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UN에서 일하겠다는 꿈을 가지
고 인턴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UN에 대한 환상만을 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UN에서 인턴십으로 이력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제기
구라는 근사한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라면 더욱 위험하다.
먼저 도전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함께 자신이 추구하
는 가치와 기관이 추구하는 가치의 결합성을 바탕으로, 인턴십을 통해 배우
고자 하는 바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그래도
짧은 인턴 기간은 자신의 역량은 발휘할 기회도 없이 끝나버리거나, 다양한
기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값진 것들을 놓쳐버린 채 남는 건 한 줄의 이력뿐
일 것이다.
대부분의 인턴십 공고에는 인턴십 채용의 명확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공통된 사항은 관련 전공 학생들에게 국제기구에서의 실무 경험과 배움
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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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은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국제공무원(International Civil Servant) 커

접근조차 힘들 거라고 먼발치에서 바라만 봐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리큘럼일 것이며, 그만큼 좋은 기회인 것만은 사실이다.

직접 대화까지 하게 될 줄이야.
가장 뿌듯했던 것은 손수 적은 편지를 드린 것이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묻겠다.“당신은 왜 UN 인턴십을 지원하려고 하는

반기문 사무총장님은 내 이름 석 자가 적힌,

가?”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UN 인턴을 도전하려는 이

내 꿈과 포부가 담긴 그 편지를 손수 가슴에 담아 가셨다.

들이 꼭 한 번 답해볼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내 나중에 차에 타면 잘 읽어보리라”
하고 말씀해주셨다.
연예인을 봐도 아무렇지 않았던 가슴이 이렇게 뛸 줄이야.
실제로 자신의 꿈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만나고 눈앞에서 보는 것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나다

그것만으로 생각했던 것 이상의 큰 동기와 영감을 불어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다짐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 마음의 준비를 하기
도 전, 내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탄자니아 UN에 반기문 사무총장님
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다. 그때 나는 아직 NGO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고 UN 인턴십을 지원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였다.
당시엔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UN의 수장으로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턴십 지

‘나도 큰 사람이 되고 싶다.’
나에게 주어진 비전과 소명을 잘 감당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다짐을 했다.
모든 기회와 경험이 너무나 소중하다.
늘 감사할 따름이다.

원이 긍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운 좋게도 마침 탄자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몇 분으로부터 반기문 사
무총장님을 뵙기 위해 찾아가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내용
인즉슨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탄자니아를 떠나시는 날 아침, 호텔 로비에
서 기다리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먼발치에서라도 볼 수만 있다
면 족했다.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손수 작성한 편지를 챙
겨 호텔로 갔다. 세계의 한국인에게 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과 자부심
을 보여주신 반기문 총장님께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싶었다.
꿈같은 일이 일어났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님을 탄자니아에서 뵙게 된 것이다.
믿고 기도하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UN 사무총장을 만날 기회가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있을까?
그것도 내 꿈의 무대 한가운데 서 있는 그분을…….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따뜻한 카리스마를 뿜어내시면서
새벽부터 찾아온 한인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건네시고 사진도 먼저 청하신다.
한 명씩 모두 손을 잡아주시고는 떠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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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정

꿈을 향해 달리다

인턴십을 획득하기 전에는‘How to’
에 대해 막연하기만 했으나
일단 내부에 들어오고 나니 적어도
OECD의 인턴십 프로세스(Process)에 대한 윤곽이 보였고
인턴십 획득 과정에서 정보의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깨달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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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있는 친구들을 많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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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남수
OECD 개발협력국 정책조정부 양성평등네트워크 인턴
현재 지구촌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GCAP Korea) 간사

내 안의

나는 국제평화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평화를

서, 분쟁을 겪은 지역(Post

지키는 일에서

속가능한 평화와 개발(Sustainable

세상의

Development)이

모든 평화가
시작된다

Conflict)에서

지

Peace and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그리고 친구들
과 함께 2008년 여름 동티모르로 향했
고, 그러한 인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mail. ggom82@hotmail.com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인턴십까지 이어졌다.

부푼 꿈을 안고 도착한 동티모르에는 수천 개의 개발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

다자간 개발기구들이 산재했다. 그

들은 동티모르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보
다, 자신들의 개발 개념을 주입하며 또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 이것을 보자 이전까지 동티모르에 가기만 한다면 뭔가 대단
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나의 오만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가지지 않았기에 인
간 본연의 순수성을 잃지 않았던 동티모르 사람들을 접하면서 세상
의 모든 평화는 내 마음의 평화를 가꾸고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고 비
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 국제전문여성인턴은 2007년 가을, 평화복지대학원 입학
당시부터 가슴에 품고 있던 꿈이었다. 입학할 당시에는 턱없이 부족
한 영어 실력으로 도전조차 할 수 없었고 그 다음 해인 2008년 가을
학기에는 대학원 학생회장으로서 학생회를 꾸려나가야 했기에 두 달
이 넘는 전형 기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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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경희대 UN 인턴십에 도전

에 국제전문여성인턴 지원서를 붙여 놓았는데, 그 지원서를 실제로 쓰

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게 된데다 합격까지 한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접었다. 하지만“기회는 뒷문으로
슬쩍 온다”
는 말을 증명이나 하
듯 2008년 12월 말에 여성가족
부 국제전문여성인턴의 추가모집
공고가 떴다.

국제전문여성인턴에 선발되면 국제기구 인턴십 획득 시 체제비용과 항
공권을 일부 지원받고, 국제회의에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다.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국제기구 인턴십 획득 절차가 그
리 쉽지만은 않을뿐더러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등 몇 개 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무급 인턴을 쓰는 관계
처음엔 어안이 벙벙했지만 공문

로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기구 인턴십은 그

을 읽으며 이것은‘나를 위한 기

경력 자체를 국제기구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회’
라고 확신했다. 예년의 경우엔

경험해볼 만하다. UN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것이 꿈이라

영어공인시험 점수(TOEIC의 경우 890점

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 한 번은 도전해야 하는 관문이라

제출하는 서류전형 외에도 TEPS와 국·영문 면접을 모두 통

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국제전문여성인턴 프로그램은 금

과해야 했으나, 추가모집 공고에는 이 과정들이 생략되고 서류전형과

전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해소하여, 인턴십 획득에 용이하

국문 면접으로만 10여 명을 추가 선발한다는 내용은 나를 흥분케

게 도와주는 국내 최고의 인턴십 프로그램 중 하나일 것이다.

UN 비엔나 본부 앞에서

이상)를

했다.
영어 면접을 보지 않아서인지 제출해야 할 영어 점수가 TOEIC 920점
으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다행히 한 달 전에 치른 TOEIC의 점수가 925점
이 나와 별 문제 없이 지원할 수 있었다. 면접은 오히려 더 수월했다.

인턴십으로

2009년 1월에 선발된 이후 외교안보연구원

나는 평소 여성 문제, 시민사회, 세계 평화 등의 화두에 큰 관심을 갖

가는 길

에서 국제회의, 협상과 토론기술, 국제현안

고 있어서 학부 때부터 여성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경

문제 등에 관해 2주간 교육을 받았다. 나

험과 더불어 여성가족부 주최의 리더십 캠프 참가, 동티모르 평화봉

는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마지막 학기에

사활동 등의 비교적 다양한 경험이 면접관의 호감을 산 게 아닌가 싶

재학 중이었기에 졸업 시험과 논문 등 급

을 정도로 면접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이다.

한 불을 끄고 나서 2009년 5월경부터 본

국제전문여성인턴 프로그램을 알게 된 2007년 가을부터 항상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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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영문 이력서(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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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Vitae)와

영문 자기소개서(CL, Cover

Letter)는

지원자의 첫인상을

Directorate)이었다.

그전에 지원한 곳은 선호 분야와 무관하게, 한 번씩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성을 기울여 작성해야 한다. 나

이름을 들어본 곳이면 마구잡이로 지원했는데, 이왕 가는 것이라면

는 국제기구 인턴십을 다녀온 친구들의 이력서를 참고하고 외국인 친

제대로 다녀와야겠다고 생각을 바꿨다. 그렇게 좀 더 조사하다 보니

구의 첨삭도 받아가며 2주에 걸쳐 CV와 CL을 완성하였다. 서류들을

굳이 뉴욕의 UN 본부가 아니라도 OECD DCD라면 인턴십 후 진로

출력해 보다 보면 고칠 부분이 계속 나온다. 이렇게 정성들여 완성한

를 생각했을 때,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CV와 CL은 수십 개의 기관에 지원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합격
여부를 좌우하게 되므로 그 정도의 공을 들여서 손해 볼 건 없다고

DCD에 지원한 후, 돌아온 답변은 DCD에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없다
는 것이었다. 하지만“미래의 가능성을 위해 내 이력서를 저장해놓겠

생각한다.

다”
라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
나는 5월 한 달 동안 8개 기관에 지원했고 6월 초에 유엔아동기금

는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이틀 후 젠더넷(GENDERNET)에서 메일

본부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으나 한

이 왔다. 내 이력서와 메일에 적힌‘여성과 개발’
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달이 조금 넘는 동안 합격 여부를 알 수 없어 내심 초조한 나날을 보

생겨서 DCD 대표 메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내 이력서를 젠더넷 부서

내고 있었다. 주변 친구들에게는 8월 말에 출국할 거라며 큰소리쳐놓

로 전달한 것이었다. 부서에 인턴이 할 만한 일이 있는데 인턴십 채용

은 상황이었고 정작 어디로 출국할지, 과연 계획한 시간에 나갈 수나

절차를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기에, 2주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메일을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하지만 그래도‘당연히 나는 간다’
라는

보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봤다. 얼마 후 구체적으로 내가 하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잃지 않았다.

게 될 일과 인턴십 시작일을 알려주는 답장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첫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
s Fund)

번째 단계로 전화 통화를 하자고 했다. 지원자가 진심으로 인턴십에
그러던 중 7월 초에 외교통상부 주최‘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가 고려

관심 있는 것인지 알아보려는 일종의 인터뷰였다.

대학교에서 열렸다. 나는 여성가족부 동기들도 만날 겸 설명회 행사
에 참가해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본
UNICEF 등 인사담당자들의 이력

일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막상 통화할 때는 잡

서 작성과 인터뷰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내 노력이 아직 한

음이 너무 많이 들리고 뉴질랜드 출신담당관의 영어가 너무 알아듣

참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UNICEF만 기다릴게 아니라 다른 곳

기 힘들어 대체로 내가 맡게 될 업무에 대한 설명과 간단한 질문뿐

에도 계속 지원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인턴십 지원서를 수정·

이었다. OECD가 무엇을 하는 기구인지, 젠더넷은 어떻게 알게 되었

보완하여 다시 지원하게 된 곳이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협력국(OECD

는지, 궁금한 건 없는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등이 주

D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Co-operation

요 질문이었다. 나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진심을 담아 침착한 목

부(UNHQ,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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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quarters),

통화를 하기 전 담당관에 대해 검색도 하고 OECD와 DCD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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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길 경우 비정기적으로 인턴을 채용한다. 따라서 관심이 있는 분야
의 부서 담당자의 콘택트 포인트(Contact Point)로 본인의 CL과 CV를 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앞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국제기구 인턴십 획득의 핵심은 그동안의 커
리어(Career)와 비전(Vision)이 잘 드러나게 CV와 CL을 작성한 후 자신
의 커리어와 가장 잘 부합하는 기구 및 부서의 담당자 앞으로 발송
하는 것이다. CV와 CL은 공들여서 잘 만드는 것이 좋다. 나 같은 경
우엔 한 달 정도 서류만 준비했다. 담당자의 콘택트 포인트는 구글
같은 곳에서 검색하면 어느 정도 파악될 것이다. 워낙 국제기구 인턴
콘퍼런스 센터 앞에서

십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공식 콘택트 포인트로 접촉하는 것
이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국제전문여

소리로 내 성격상 장점을 어필하였다. 인턴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대
단한 업무라기보다 직원들을 지원(Support)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되
므로 내가 같이 일하기에 편하고 쉬운 성격이라는 것, 국제기구에서

성인턴들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서를 받고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
므로 국제기구 측에서도 여성가족부 인턴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부
담이 없어 상대적으로 인턴십 획득이 용이한 편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인 다양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리더십을 갖
고 있는 사람임을 이야기했다. 대략 30분 정도 통화했고 전화 말미에
“9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하자”
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다. 그렇게 나의
인턴십은 확정되었다. OECD 인턴십 지원에서 확정(Confirm)까지 소요된
시간은 3주 정도였다. 친구들의 경우를 봤을 때도, 몇 달씩 기다려도

OECD에서

나는『GENDERNET Tip Sheets(회원국들의

감감 무소식인 곳과 달리 본인과 인연이 있는 기관은 진행이 매우 빠

일한다는

Good Practice Notes 모음집)』재출판과

르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것

월에 개최된 UN IWANGE와의 공동 세미

2010년 2

나 준비를 맡았다. 우선『GENDERNET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OECD는 인턴십 대신‘트레이니십(Traineeship)’
트레이니 계약을 위해 인턴 대상자의 소속 학교와 OECD 간 인턴교
류협정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하게 된다. 또한 OECD는

Tip Sheets』
의 재출판 작업 중‘ Tip
Sheets’
란 각종 개발 분야의 성 주류화
사례 모음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개정을

UN 여타 기구처럼 분기별로 인턴을 모집하지 않고 부서별로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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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각 회원국의 젠더 담당관과 메일을 주고받는 것부터 회원국으로
부터 받은 사례들 중 옥석을 가리고, 개정판 서문에 들어갈 글을 쓰
는 것까지가 내가 담당했던 일이다. 개정된 내용이 OECD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출판물로 나오게 되므로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력을 요구
하는 작업이었다.
개정 작업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주로 UN이나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과

같은 다자기구나 각

국가의 여성가족부, 개발협력청의 젠더 담당관에게 간략한 소개와 함
께 Tip Sheets 개정 작업 시작에 대한 공지를 하고 각 기관별로 업데

젠더넷 송별회 중

이트된 자료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뒤 그 사용 여부에 대한 동의
를 구한다.

지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에 관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09년 10월에

나의 상사는 뉴질랜드에서 수십 년간 젠더 전문가로 일한 패티 오닐

있었던‘GENDERNET Task Team Meeting’
과 2010년 2월‘UN

이라는 분으로 은퇴하고 노후생활을 즐길 나이가 훌쩍 지났음에도

IWANGE와의 공동 세미나’
에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

매우 열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어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았다.

한 홍보 및 참여 유도를 위한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했다. 내가

또한 중요한 콘퍼런스(Conference)나 미팅에 나를 동반하여 많은 사람

전 세계의 젠더 전문가들이 모인 공식 석상에서 성공적인 발제를 할

들을 소개해주는 등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기회를 부여해주고 믿어준 상사 덕분이었다.

었다. 또한 인턴십 막바지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있었던 UN IWANGE
와 우리 부서의 공동 콘퍼런스에 나를 데려가줘 개인적으로 좋은 자

개정 작업에 대한 공지 및 홍보 이후 한두 달이 지나자 각 회원국과

극이 되었다.

다자기구로부터 속속들이 피드백(Feedback)이 들어왔고 대다수가 개
정 작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Tip Sheets의 단점

OECD 인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한 달에 2.5일 쓸 수 있

을 보완하기 위해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이용자들이 각 카테

는 휴가나 주택보조금(부서마다 차이가 있다. 나는 한 달에 447유로

고리에 담긴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부서 내의 그래픽 디

의 주택보조금을 받았다), OECD에서 무료로 열리는 프랑스어, 영어

자이너와도 공동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OECD

등의 수준별 외국어 수업(주 2회 두 시간씩)등이 있다.

GENDERNET Practice Notes」
가 발간되었다. 물론 OECD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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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을 획득하기 전에는‘How to’
에 대해 막연하기만 했으나 일단

것에 기여하고 싶다.

내부에 들어오고 나니 적어도 OECD의 인턴십 프로세스(Process)에 대
한 윤곽이 보였고 인턴십 획득 과정에서 정보의 공유가 얼마나 중요
한지를 몸소 깨달았으며, 능력 있는 친구들을 많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로 총 다섯 명의 친구들이 나를 통해 정보를 받거
나 노하우를 터득해 OECD 인턴십 획득에 성공하였다. 물론 일일이
신경을 써주고 묻는 것에 대답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이를 위해 현재는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Global Call
Against Poverty)라는

시민단체에 근무하면서 2011년 11월 부산에서 개

최될 OECD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Effectiveness)

to Action

4th High Level Forum on Aid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

로 세계무대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커 나갈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
지 알고 있으므로 성심성의껏 도와주었다.

세계무대를

OECD 인턴십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경험

위한

이었다. 비록 인턴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준비

부분이 많지는 않았지만 국제개발협력에 대
한 큰 그림을 그리게 해주었고 여러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
를 맺게 해주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모
두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세

계 평화의 이념을 향해 나는 끊임없이 도전과 마주할 것이다. 그 속에
서 크고 작은 깨달음을 얻으며 성장하고 세상에 꼭 필요한 국내외의
과제 해결자로 발돋움하고 싶다.
OECD DAC 가입으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예산 증액과 더불어 개발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국익’
만을 우선시하여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담론을 형성하고 정반합을 만들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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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주관
MDGS 캠페인 행사장에서

109

원
정혜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딛다

첫 출근을 하고 이틀 후에 UNESCO 메일 계정을 받았다.
‘unesco.org’
로 끝나는 메일 계정을 받고 나니 비록 인턴 직원이지만

110

뿌듯한 느낌과 동시에 책임감이 더 강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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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정혜

우리 동네

나는 200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UNESCO

두 달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ESCO 뉴델리 사무소 교육부서 인턴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현재 한-아세안센터(ASEAN-KOREA CENTRE) 대외협력 담당관

Organization)

뉴델리(New Delhi) 사무소에서 인턴

십을 했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좋아해서 그런지 영
어를 매개로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하

E-mail. jhwon80@hotmail.com

고 싶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특히 국제연
합(UN,

United Nations)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었다.

UNESCO 지역 사무소에서의 인턴십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국제기구
를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으며, 향후 나의 계획과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 전환점이었다. 물론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갈 길이 멀지
만, 나의 인턴십 경험담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줬으면 한다.
내가 인도에서 인턴십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당시 부모님을
따라간 인도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인도에서 델리 대학교
(University of Delhi)를

거쳐 네루 대학교(Jawaharlal Nehru University) 국제대학원에

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였다. 대학원 재학 중 논문을 쓰는 사이에 인
턴십 기회를 찾았고, UNESCO 뉴델리 사무소에 인턴십 지원을 하게
되었다. 비교적 국제기구가 많지 않은 한국에 비해 인도에는 많은 UN
기구들이 상주하고 있다. 수도인 델리에는 UNESCO를 비롯해 유엔
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
s Fund),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유엔여성개발기금

(UNIFEM,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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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113

Labour Organization),
Organization),
Refugees),

유엔식량농업기구(FAO,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유엔난민기구(UNHC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셉셔니스트(Receptionist)가 나를 맞았다. 로비에는 UNESCO 간행물들

for

로 가득 찬 책장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교육 섹터의 인턴십에 관

유엔인구기금(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세계보건기구(WHO,

심이 있어 지원서를 제출하러 왔다고 설명하고 이력서 봉투를 맡기

World Health Organization),
Development Organization)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등 약 20개의 국제기구 사무소가 있다.

고 나왔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UNESCO 사무소로부터 인터뷰하
러 올 수 있냐는 전화를 받았다. 다음 날 약속한 시간에 UNESCO
사무소에 도착하자 교육 섹터가 위치한 3층으로 안내를 받았다.

UNESCO 뉴델리 사무소는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
을 정도로 가까웠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
지 더 궁금하기도 했다. UNESCO 뉴델리 사무소는 인턴십 공고를
필요할 때마다 내기도 하지만 상시 인턴십 지원서를 받아 자리가 나
면 지원자들에게 연락을 하기도 한다. 내가 인턴십에 지원한 방법은
후자의 경우였다. 나는 영문 이력서(CV, Curriculum Vitae)와 영문 자기소개
서(CL, Cover

Letter)를

준비해서 UNESCO 사무소를 찾아갔다. 주거지

역 내 3층짜리 건물에 있던 UNESCO 사무소의 로비로 들어서자 리

UNESCO 사무소의 1층은 로비, 자료실 등이 있고, 2층은 사무소장
실, 행정담당관실, 문화 섹터, 회의실, 3층은 교육·과학 섹터가 있는
구조였다. 3층에 올라가자 일본 여자분이 나를 맞아주셨다. 그녀가
바로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Education Program Specialist) 요네무라(Yonemura)
씨였다. 곧 인터뷰가 시작되었고, 왜 UNESCO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인도에 얼마나 살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약 15분 정도 진행되었던 인터뷰가 끝나고, 며칠 뒤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며칠을 기다리자 인턴으로 와서 일하
라는 연락이 왔고 나의 인턴십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ASEAN 사무국 방문

출근하고

다음 날부터 나는 UNESCO 사무소로 출

만나고

근하게 되었다. 내가 인턴십을 한 UNESCO

배우다

뉴델리 사무소는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
브, 네팔, 스리랑카, 그리고 인도를 관할하
는 지역 사무소(Cluster Office)였다. 이들 회원국
중, 방글라데시와 네팔에는 국가 사무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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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이 두 나라에서의 UNESCO 활동은 국가 사무소와 함께 협력

Common Country Assessment),

하여 이루어진다.

Assistance Framework),
Paper),

그 당시 약 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던 UNESCO 뉴델리 사
Rate)

무소의 교육 섹터에는 국제 직원(International Staff) 한 명, 현지 직원(Local
Staff)

한 명, 비서 두 명 이렇게 네 명이 있었다. 내 직속상관이었던 교

유엔발전지원계획(UNDAF, United Nations Development

빈곤감축전략보고서(PRSP,

일반등록률(GER, General Enrolment

Rate),

Poverty Reduction Strategy

넷등록률(NER, Net

Enrolment

등의 자료를 찾아서 국가별로 모으기 시작했고, 모은 자료를 읽

은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각 국가에 대해 간단한 개요를 정리하여
리스트화하는 작업을 해야 했다.

육 프로그램 전문가 요네무라 씨는 국제 직원이었고, 현지 직원은 국
가 프로그램 책임자(National Program Officer)로 있었던 인도 여자분이었다.

CCA와 UNDAF는 UN 내부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으로, 국가

요네무라 씨는 혼자 방 하나를 쓰고 있었고, 옆방에는 국가 프로그

별로 해당 국가 내에서의 UN 기구들의 활동과 전략의 일관성을 보

램 책임자와 당시 UNDP에서 시작했던 솔루션 교류 프로젝트(Solution

장하고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한‘하나의 UN(Delivering as

Exchange Project)

담당 계약직 직원 한 명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같은 층

의
one)’

주요

전략적 도구로써 채택된 문서다. 국가별로 국가발전 현황, 경제사회

의 과학 섹터 사무실에 마침 책상이 하나 남아있어서 나는 그곳에서

적 지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United Nations

근무하게 되었다.

현황, 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며 정기적으로 발간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된다. PRSP는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들이 IBRD, 국제통화기금(IMF,
과학 섹터에는 당시 국제 직원 두 명이 있었는데 각각 방 하나씩을 쓰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고 있었다. 한 명은 이라크인으로 과학 프로그램 전문가(Science Program
Specialist)인

파미(Fahmi) 씨였고, 다른 한 명은 수질전문가(Hydrologist) 네우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해 발간하는 것으로 국가

의 경제사회적 정책 및 지표, 경제발전계획 리뷰, 빈곤지표 통계 및 현
황 개요, 빈곤감축 전략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파네(Neupane) 씨였다. 나는 파미 씨와 같은 사무실로 배치 받았다. 이
후 요네무라 씨는 사무실을 돌면서 직원들에게 나를 소개했다. 그리

GER, NER 등의 교육 관련 주요통계자료와 개괄적 국가통계자료는

고 뉴델리 사무소에서 발행한 책자 몇 권을 주며 UNESCO 뉴델리

유네스코통계연구소(UNESCO Institute

사무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줬다. 별다른 오리엔테이션은 없었고

IBRD 자료 등을 참조했다. 이러한 문서와 통계자료 수집을 한 후,

그렇게 첫날은 책자들을 읽어보거나 전임 인턴이 정리해 놓은 파일들

문서를 읽고 개요를 요약해서 통계자료와 함께 국가별로 다시 정리하

을 훑어보면서 업무를 파악하려고 했다.

는 작업을 했다. CCA, UNDAF, PRSP 같은 자료들은 보통 수십 장

for Statistics)의

국가별 데이터베이스나

에 달하는 문서여서 읽고 정리하는 데만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렇
둘째 날부터 내게 주어진 일은 뉴델리 사무소의 관할 국가별로
UNESCO 관련 주요 문서 및 통계를 수집하고 개요를 정리하는 것

지만 자료를 읽으면서 각 나라의 현황과 UN의 통합된 활동 등에 대
해 알 수 있었다.

이었다. 요네무라 씨가 찾아서 참고하라고 한 일반적국가평가 (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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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섹터 사무실 벽

을 때부터 외국에서 생활했는데, 케임브리지 대학(University

에는 UNESCO에서

에서 과학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고 겸임교수로 일하다가 UNESCO

만든 여러 포스터가

과학 섹터로 왔다. 파미 씨와 같은 방을 쓴 덕분에 업무상 통화 내용

많이 붙어져 있었는

이나 누가 찾아와서 어떤 업무를 의논하는지에 대해서도 어깨 너머로

데 UNESCO의 주요

배울 수 있었다. 그는 유럽과 영국에서 공부를 해서인지 영국 악센트

사업 중 하나인
‘모든

로 아태 지역 내 지역 사무소 중 과학 섹터국이 있는 인도네시아 자

이를 위한 교육 (EFA,

카르타(Jakarta) 사무소와 자주 연락을 했었다.

이나
Education for All)’
Youth MDGs Forum 사회를 보는 모습

of Cambridge)

UN

의 MDGs 등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EFA는 1990년‘모든 이를 위한 세계교육포럼’
에서 채
택되었으며, 2015년까지 여섯 개의 목표 달성을 지향하고 있다. 여섯
개의 목표는 ① 유아교육 확대, ② 모든 어린이들에게 초등교육 무료
화 및 의무화, ③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학습과 기술교육 증진, ④ 성

그리고 유엔봉사단(UNV, United Nation Volunteer)으로 온 네팔인이 에이즈예
방교육팀에서 국가 전문 심사관(National Professional Officer)과 함께 근무하
고 있었고, 문화 섹터에는 지금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유럽 출신의 여
자분이 있었다. 그 밑에는 일본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가

함께 일하고 있었다.

인문맹률 50% 감소, ⑤ 2005년까지 취학아동수의 양성균등비율 달
성(2015년까지 교육의 기회, 질 면에서 양성평등 달성), ⑥ 교육의 질 개선 등이다. 사
무실 곳곳에 EFA 목표들과 아이들을 모델로 한 포스터가 붙어있어
인턴십 기간에 EFA의 하위 목표들에 대해서 저절로 공부가 될 정도

인턴십을

인턴십의 첫 주는 거의 자료들을 수집하

였다.

통해

고 정리하면서 보냈다. 첫 출근을 하고 이

내 상사였던 요네무라 씨는 일본에서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치고 교사

전문가를

틀 후에 UNESCO 메일 계정을 받았다.

로 약 10년간 일하다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에서 교

꿈꾸다

육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UNESCO 본부
에서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로 2년간 일하다가, 뉴델리 사무소로 처음
현장에 배치(Field Assignment) 받았다.
나와 같은 사무실을 썼던 파미 씨는 부모님이 FAO 직원이어서 어렸

‘unesco.org’
로 끝나는 메일 계정을 받고 나
니 비록 인턴 직원이지만 뿌듯한 느낌과 동
시에 책임감이 더 강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9월 8일‘국제문

을 맞이해서 인도 교육부에서 준비한
맹퇴치의 날(International Literacy Day)’
행사에 교육 섹터 직원들이 모두 참가했다. 직원들과 함께 밴(Va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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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 교육부로 출발했다. 인도 교육부 방문은 처음이었고 직원들과

UNDP, UNIFEM 등 UN 기구 사무소 대표들이 참석하여 서로

함께 대외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처음이라 설레고 긴장도 되었다. 우

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관련 이슈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방

리는 행사 시작 30분 전쯤에 도착해 교육부 건물 내 대회의장에 마

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날 우리 사무소에서 회의

련된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앞쪽에는 VIP석이 지정되어 있었고, 뒤

가 개최되어 나는 자료를 복사하고 회의를 준비했다. 요네무라 씨

쪽으로는 몇몇 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백여 명 정도 앉아 있었다.

의 사회로 회의가 시작되었고, 나도 회의를 참관했다. 회의를 통해서

UNESCO 직원들은 VIP석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덕분에 나도 VIP

UNICEF에도 교육 섹션이 있어서 UNESCO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석에 앉을 수 있었다. 교육부 장관, UNESCO 뉴델리 사무소 소장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중간 커피 브레이크에는 참

환영사, 축사 후 몇몇 연사들의 연설이 이어졌다. 그리고 참가한 학생

가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다.

들이 나와 문맹퇴치와 교육의 중요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중간마다
공연도 3~4개 있어 인도 전통춤 공연도 볼 수 있었다. 이날을 기념하

WFP 대표로 온 여자분은 내 또래 정도로 참가자 중 가장 나이가
어려 보였는데, 알고 보니 미국 JPO 출신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여 열린 콘테스트의 시상식도 있었다.

JPO로 선발되어 FAO 로마 본부에 있다가 인도 지역 사무소로 파견
행사가 끝나고 리셉션 자리에서는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문맹퇴치

받아 왔다고 했다. 이미 인도의 지방에도 몇 군데 출장을 다니면서 여

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UNESCO 프로젝트에 대해 더 들을 수

러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

있었다. 인도는 11억에 육박하는 인구만큼 아직도 문맹률이 높다고

기 좋았다. JPO 2년 과정 후에는 국제관계 관련 분야로 석사학위를

한다. 높은 교육 수준의 사람들이 힌디어는 물론 영어도 잘하는 반

받고 싶다고 말했는데, 계속 UN 직원으로 일할 계획이 아니라 공부

면 시골에는 힌디어조차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문

할 계획이라고 말했던 것이 나로서는 좀 의아했다. 우리나라의 JPO

맹퇴치가 얼마나 절실한지 피부로 와 닿았다.

는 1년에 5명 정도밖에 뽑지 않아 경쟁도 치열한데다가, 학사 졸업으
로 JPO가 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아무래도 미국의 경우에

인턴십 기간 중, 직원회의에 참여할 기회도 있었다. 전 직원이 회의실에
모두 모여서 각 섹터별로 일의 진행 현황에 대해 보고, 의논했다. 직
원회의 시간을 통해 내가 일하고 있는 교육 섹터뿐만 아니라 과학 섹
터, 문화 섹터, 정보커뮤니케이션 섹터, 에이즈예방교육팀 등 다른 섹
터의 일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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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에

로 많이 선발되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 나로서는 열정이
넘치는 또래를 만나 반갑기고 하고 자극도 됐다. 연락처도 주고받고,
인도에 더 오래 살았던 내가 여러 가지 정보도 알려주거나 한두 번
같이 만나서 쇼핑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친구가 되었다. 그 후 연락이

한 번은 뉴델리에 있는 UN 관련 기구들이 같이 모이는 UN 인트
라-에이전시 미팅(Intra-Agency

는 우리나라보다 JPO를 훨씬 많이 뽑기 때문에 학사 출신도 JPO

끊어졌는데 그녀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대학원은 졸업했을 것이다.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W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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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중 했던 일들 중에는 국제워크숍 준비도 있었다.‘국가간고등
교육규제: 이슈 및 동향(Regulation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Issues
이라는
Trends)’

and

주제로 UNESCO 뉴델리 사무소와 인도 인력개발부

가 주최하는 고등교육전문가 워크숍이었다. 장소는 UN 사무소들
이 모여 있는 UN 컴파운드(Compound) 내의 UNDP 사무소 회의장이었
다. 나는 워크숍에서 발표할 예정인 전문가들에게 발표 자료를 받아
서 회의장에서 배포할 수 있게 회의자료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발표자 연락처 리스트를 받아서 메일로 발표자료를 요청했고 그것을
받아 정리하기 시작했다.

국제이해교육 현장연구 모니터링 중 스리랑카 교육개발원 연구원들과 토의하는 모습

회의에서 발표하는 전문가로는 UNESCO 본부 및 방콕 사무소에서
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교육 관련 정부간기구, 델리 대학교 총장, 말
레이시아 대학교(University Kebangsaan Malaysia) 총장, 봄베이 대학교(Bombay
Veterinary College)

총장, 중국과 일본의 대학교수 등 고등교육 관련 전문

가들이었다. 발표자료와 발표자 이력서 등을 요청하고 받는 작업은
꽤 재미있었다. 들어오는 발표자료들을 훑어보고, 자료집 구조도 구
상해서 만들어보거나 바인더를 사서 참가자 리스트를 정리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즐거웠다. 늦게 들어온 자료을 기다리다가 마지막으
로 다 수합해서 복사하고 바인더에 하나하나 끼어 넣는 작업은 생각
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행사 전날은 밤 11시까지 야근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했다. 드디어 행
사 당일, 나는 일찍 출근해서 정리해 놓았던 바인더들을 차에 싣고
요네무라 씨, 그녀의 비서와 함께 차를 타고 UNDP 사무소로 출발

격교육 등에 관한 이슈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참가한 전문
가 중 일본 국제기독교대학교(ICU,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에서 온 교
수님이 있었는데, 한국인이었다. 한국인을 타국에서 봐서인지, 반가운
마음에 서로 인사도 나누고 일본에서의 생활에 대해 듣기도 했다. 또
한 발표자 중에 UNESCO 방콕 사무소에서 온 몰리(Molly)와는 커피
브레이크 때 잠시 인사를 나누었는데, 훗날 내가 한국에서 UNESCO
아태교육원에서 일할 때 교육원의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와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몰리 씨를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정말 세상 좁
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1박 2일간의 워크숍은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 나는 워크숍에
서 발표하는 전문가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한 전문분야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했다. 행사장에 도착해서 비서분과 함께 행사장 준비검토를 마치자
곧 워크숍이 시작되었다. 세계 고등교육의 동향과 교육의 질 제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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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식과 정보를 공유를 도모하여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증진하는
그들의

나와 같은 방에서 일했던 국가 프로그램

시간을

책임자와 현지 채용 계약직 직원과는 점심

이해하다

시간에 도시락을 싸와서 매일 함께 식사했
다. 국가 프로그램 책임자로 일하고 있던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프로젝트이다. 남인도 출신인 그녀는
네루 대학교에서 사회학으로 M. Phil(Master of Philosophy) 과정을 끝내고
UNESCO 뉴델리 사무소에 현지 채용되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학
교 선배였기 때문에 더 돈독한 관계로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마수드(Masood) 씨는 네루 대학교에서 지역개
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UNESCO 뉴

지내는 동안 특히 기억에 남는 일 중의 하나는 이슬람 축제의 하나인

델리 사무소에서 7~8년간 재직한 사람이었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교도인 마수드 씨가 종일 금식을 하고 오후에

다.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다던 그는 한국 방문에서 좋은 인상을 받

는 디지털 코란을 틀어놓은 채 10여 분간 명상을 했던 일이다. 기술

아 내게 한국 문화에 대해 듣는 것을 즐거워했고, 내가 도시락으로

의 발달로 디지털 코란이 만들어져서 이제 라마단 기간에 사무실에서

싸갔던 한국 반찬도 맛있게 먹었다.

도 편하게 의식을 행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기구에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계약직 직원은‘솔루션 교류’
라는 프로젝트 담당으로 내가 들
어온 지 몇 주 후에 들어온 직원이었다. 솔루션 교류는 인도에 있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실제로 느껴졌
던 순간이었다.

UN 팀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개발 분야 전문가, 실무 담당자들 사이

UNESCO-APEID 콘퍼런스 중 발표 모습

희망의

이런 일련의 행사와 워크숍 등을 준비하

길잡이

고 참가하는 중에도, 처음 내게 맡겨졌던
UNESCO 뉴델리 사무소 관할 아래의 회
원국에 대한 교육현황 통계자료 및 관련자
료 개요 등을 정리하는 리스트 작성을 계
속했고, 인턴십을 끝낼 무렵에는 완성할 수
있었다.

원래 적어도 3개월은 계획했던 인턴십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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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갈 일이 생겨 두 달로 마무리해야만 했던 것이 많이 아쉽다. 짧
은 기간이었지만 인턴십 과정은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원생이었던 나
에게 국제기구 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국제기구를 경험하고
UNESCO 지역 사무소에서 인턴십을 했었고 UNESCO 관련 기관에서 근무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했던 만큼, UNESCO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UNESCO만 가

첫 사회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UNESCO 지역 사무소 인턴십을
마친 후 서울에 소재한 UNESCO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

지고 있는 엔트리 레벨(Entry Level) 채용 시스템으로는 젊은 전문가 프로그램
(YPP, Young Professional Program)이

있다. YPP 시스템은 UNESCO 사무국 직

원들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채용 과정으로 미진출국, 과

기관*으로서

소진출국을 대상으로 만 30세 미만의 인재 10명을 P1급으로 채용하는 정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국제이해교육 증진을 위한 연수 및 자료 개

공채시험이다. 지원 자격으로는 원래 학사 이상의 학력이었지만, 최근에는 석

발 등의 사업을 하는 곳이다. 내가 인턴십으로 UNESCO와 처음 맺

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 매년 채용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2년에 한

서 일하게 되었다. 아태교육원은 UNESCO 카테고리 II

었던 인연은 그렇게 이어져 갔다.

번 채용 공고를 하는 추세다.
현재 UNESCO에 있는 한국인 직원 가운데 JPO 출신이 2명, YPP 출신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사회경험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

3명(1명 중복)일 정도로 YPP는 UNESCO 입성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은 향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첫 사회경

수 있다. UNESCO는 해당 직책에서 공석이 날 경우에만 채용 공고를 하기

험으로 세계 평화와 공영을 위해 일하는 국제기구에서 인턴십을 한다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처럼 여러 명을 모집하는 공개채용은 YPP가 유일

는 것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경험이다. 특히 국제기구로의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꼭 해볼 것을 권하고 싶다. 두서없이 써
내려간 나의 부족한 이 글이 어디에선가 국제기구를 꿈꾸고 있는 후
배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고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친다.

하다고도 할 수 있다.
YPP는 국가위원회가 UNESCO 사무국에 후보 12명을 추천해주는 형식이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위원회가 발표하는 공모로 시작된다. 2009년도
국내 채용 절차의 경우, 2008년도 하반기에 UNESCO 한국위원회에서 공모
를 발표하여 1차 서류전형을 통해 UNESCO 본부에 12명의 후보를 추천하
였다.
2009도 상반기에 2차 서류전형, 그리고 마지막 후보자 명단(Short-List)에 포
함된 최종 후보들을 파리 본부에 초대하여 직접 면접을 실시하는데, 이때 어
학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 경력이 필수는 아니지만

*	UNESCO 카테고리 Ⅱ 기관: UNESCO의 활동 중 어느 한 분야와 관련하여 회원국이 설립을 제
안하고 UNESCO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국 정부와 UNESCO 본부와의 협정에 의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UNESCO가 비정규적으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설립을 제안한 회
원국이 부담하며, 카테고리 Ⅱ 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는 UNESCO 대표가 포함되게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에 소재한 UNESCO 카테고리 Ⅱ 기관으로는 2000년도에 설립된 UNESCO 아시아·태
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있으며, 2009년 UNESCO 총회의 승인을 받아, 기획단으로 설립 준비 중
에 있는 UNESCO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있다.

경력직이 많이 선발되는 추세다.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도 과다진출국이거나
적정진출국 출신이면, 경쟁 상대가 미진출국일 경우 미진출국 출신이 선발
되기 쉽기 때문에 국적도 선발의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현재 UNESCO에서
근무 중인 한국 직원은 총 9명으로 본부에 5명(P1 - 1명, P2 - 4명), 몬테비데오
(Montevideo)

사무소(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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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P3 - 1명), 베이루트(Beirut) 사무소(P4 - 1명), 하라레(Harare)

- 1명),

방콕(Bangkok) 사무소(D2 - 1명)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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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할당된 정원은 7~11명으로, 2010년 2월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어
적정진출국이다.*
UNESCO는 UN의 전문기구인 만큼 입성을 위해서 유창한 영어 실력은 기
본이고, UNESCO 활동 분야인 교육, 문화, 과학, 커뮤니케이션 중 한 분야
의 전문 지식 및 관련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UNESCO는 UN

박수연

본부처럼 정기적으로 인턴 채용 공고를 내지는 않는다. 인턴십 경험을 하고
싶으면 UNESCO 홈페이지 인턴십 공고란을 적극 활용하거나, 내가 했던 방
법처럼 원하는 사무소에 인턴십에 대한 관심 및 희망분야, 자신의 배경 등의
내용을 담은 CL와 CV를 보내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어 고통 받으며
난민 캠프에서조차 강간을 당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뒤로 하고,
선진국 여성들의 편의에 초점을 둔 논의만이 사무국에서 진행된다고 하자.
그럼 국가마저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없는 개발도상국 여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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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상반기 기준임.

어디서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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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박수
유엔본부 경제사회국(DESA) 여성진보부 성별분석팀 인턴
현재 지구연구소(EI)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MVP) 모니터링 및 평가
부서 인턴

UN 본부

UN 본부(UNHQ, United Nations Headquarters) 인턴

인턴십을

십은 인턴에게 주어지는 혜택만을 따졌을

얻기까지

때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시간 노
하우가 쌓인 인턴십 프로그램에 의거해 인
턴들의 편의를 돌봐주려고 노력하는 인턴
십 사무소가 따로 존재하며, 최대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리엔

E-mail. snowwp@empas.com

테이션, 채용 설명회, 사무총장과의 만남 등이 준비되어 있다. 대표부
방문 위원회(Mission Visit Committee), 사교 위원회(Social Committee), 세미나 위
원회(Seminar Committee) 등 다양한 분과들은 인턴들이 각국 UN 대표부
나 UN 전문기구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돕거나, 뉴욕 내에서의 사교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쟁점이 되는 주제를 놓고 세미나
를 개최한다. 배치되는 부서에서도 이런 인턴들의 바쁜 스케줄을 고려
하여 업무의 유연성을 허용해주는 편이고, 담당 상사(Supervisor)뿐 아
니라 대부분의 직원들은 무언가를 질문하러 오는 인턴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준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만큼 UNHQ 인턴의 진입장벽은 높은 편
이다. 그래서 사실 지원할 당시에도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다. 때문에
지원 과정에는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 공부에 치여 UNHQ 인턴을 포함해서 고작 세 곳에 지원서를
냈고, 지원서 작성도 2~3일 만에 완성했다. 자기소개서(CL, Cover Letter)
를 첨삭해준 친구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 혹평했는데도, 고칠
시간이 없어서 문법만 대충 다듬고 제출했을 정도였다. 그렇다고 해서
인턴이 쉽게 된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도 않다. 지원 기간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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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전부터 몇 년간 내 에너지의 90%는

중요하다고 본다.

개발 이슈에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UNHQ 인턴 채용의 일반적인 프로세스(Process)는 다음과 같다. 봄,
내가 인턴십 제안 (Offer) 을 받은 곳은 UNHQ 경제사회부 (DESA,

여름, 가을마다 열리는 UN 인턴 채용 사이트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의

하면, UN 인사과에서 적합한 지원자 후보를 골라내 각 부서로 지원

여성지위향상국(DAW, The Division for
Analysis Section)이

서를 전달한다. 전달된 지원서를 부서 책임자가 직접 읽고 지원자를

다. 개발 문제에 관심이 있어 평화복지대학원에 진학했고, 대학원

최종 결정하여 다시 인사과에 통보하면 인사과에서 지원자에게 공식

시절 개발 의제를 공부하면서 빈곤의 짐과 성차별의 짐을 양 어깨

제안을 한다. 이 방법은 전 세계에 가장 잘 알려진 인턴 채용의 방법

에 걸머진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삶이 나의 이목을 끌었다. 이러한

이기 때문에 지원자도 많고 그만큼 경쟁률도 세다. 2010년 여름 인턴

이유로 개발과 여성 문제를 공부하며 「효과적인 국제 개발을 위

의 경우 전 세계 6,800명이 지원했고, 최종 323명이 합격했다. 늘어나

한 성 평등 증진-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성인지 예산 적용을 통하여

는 중국의 영향력을 입증이라도 하듯, 중국 출신 인턴이 30명에 달했

(Promoting Gender Equality for the Effec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Through Gender

던 것에 비해 한국인 인턴 수는 4명에 불과했다.

the Advancement of Women)

부서 내의 젠더분석팀(Gender

란
Budgeting in the Korean ODA)」

대학원 논문도 완성했다. 당시 한국 내

에서 개발 이슈와 젠더 이슈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곳은 한국여성
정책연구원이 유일했고, 나는 이곳에서 2년 넘게‘성과 개발(Gender
and Development)’부문의

강력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

과 씨름했다. 아마 이러한 몇 년에 걸친 노력이 인턴십 제안을 받게
된 이유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UNHQ 인턴이 되는 방법은 이외에도 다양하다. 학교가 UN
과 특별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거나, 아니면 UNHQ 내에 인맥이 있
어 좀 더 쉽게 인턴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봤다. 결국은 UN 내에서 가
장 자주 듣는 말인“Network, Network, Network”
가 UN 사무국
인턴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여름 인턴의 경우 최소 2개월로 규
정되어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인턴십을 연장할 수

UNHQ 인턴십은 현장과는 다르게 학습자로서의 위치를 존중해주

있다. 인턴십 연장은 매우 일반적이어서 나 역시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

는 편이다. 하지만 어찌 되었건 일손이 부족한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지 인턴십을 연장했다.

선발되는 만큼, 그 부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열정이 있는가, 전문
지식, 경험이 있는가 하는 점은 모든 인턴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소양이다. 따라서 UN 사무국 인턴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와 제2외국
어, 국제대학원 등의 일반적인 스펙과 더불어,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열정과 전문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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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G en er al
세계

내가 일한 기관은 UNHQ 내에 있는 DAW

여성들을

라는 기관이었다. DAW는 DESA 내에서 여

위해

성 관련 문제를 다루는 기관으로 여성지위
위원회(CSW,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회
의를 주관하는 기관이다. DAW는 다시
Gender Analysis Section, Women’
s Right
Section, Coordination and Outreach

Unit, 이렇게 세 개의 세부 기관으로 나뉘는데 그중 나는 성별분석팀
(GAS, Gender Analysis Section)에

속했다. GAS의 주된 임무는 CSW의 연례

회의 및 이것의 준비회의 격으로 열리는 온라인 회의(Online Discussion)와
전문가 그룹 회의(EGM, Expert Group Meeting)를 준비, 진행하고 이 회의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명서의 초안을 만들고, 각국 대표단 회의 주최, 참석 등과 함께 거
기에 따른 보고서와 성명서를 완성, 제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마지
막으로 북경행동강령의 12개 부문에 있어서 각국의 진행 상황을 분
석,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 자문과 기술협력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각국이 북경세계여성대회나 총회 23차 특별회기에서 성 평등 및
여성 진보를 위해 공언한 것들을 지키도록 돕는다. 나는 장관급 회
담 성명서 완성을 위해서 열리는 비공식 회의 및 국제연합 경제사

(General Debate)에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의 가장 중요한 회의
인 서미트(Summit)가 열리
는 기간이 9월이라면,
ECOSOC의 가장 중요
한 회의인 고위급 회담
(High-Level Segment)이

열리

는 기간은 6월 말이다.
따라서 이 ECOSOC

ECOSOC 회의 기간 중 여성지위향상국(DAW) 홍보 부스에서

고위급 회담 기간은 여름 인턴들에게 UN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기간이다. 고위급 회담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다루어지는 연례 장관
급 회담(AMR, Annual Ministerial Review)은 매년 보건, 지속가능 개발 등 경제
사회 이슈 중 하나의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는데, 감사하게도 올해

그 외에도 여성 문제와 관련된 사무총장 보고서나 장관급 회담 성

회이사회(ECOSOC, United Nations

A s s embly)

장관급 회담

참여하여 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일과 6~7월

AMR의 주제는‘성 평등과 여성 권한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와 공약의 이행(Implementing the internationally agreed goals and commitments in
이었다.
regard to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덕분에 이와 관

련된 장관급 회의, 비공식 회의, 총회 등에 참관할 기회를 얻었다.
한국의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일하던 시절에 총회에서 의결되는 결의안
이나 총회로 제출되는 사무총장 보고서를 볼 기회가 몇 번이 있었다.
당시 그 문건들을 보면서 상당히 설레었던 기억이 있는데, 재미있게도
바로 그 문건을 작성하는 부서인 DAW에서 인턴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그 문건 작성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실비아(Sylvia) 밑에서 일하게 되
어 이와 관련된 일을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에 열렸던 온라인 회의, 9월에 파리에서 열릴 EGM을 준비하는 역
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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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SOC 장관급 회의에서 장관급 회담 성명서가 의결되기 몇 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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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DAW와 각국의 실무진들이 모여 비공식 회의를 갖는다. 나는

장한 단어나 문장을 사용해도 좋다는 의미에서‘Flexible’
하다는 단

이 비공식 회의에 참가하여 회의의 진행 상황을 듣고 요약하는 역할

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민감한 사항에는 어

을 맡았는데, 결의안과 사무총장 보고서, 장관급 회담 성명서가 어

느 국가도 Flexible한 입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적

떻게 작성되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정말 값진 기회였다.

모임(Private Meeting)으로 넘어간다. 이해당사자들과 DAW의 직원들 그리

문건에 사용되는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가 철저한 토론과 공방 과정

고 의장만이 모여서 그 안건에 관해서만 회의를 하는 것이다. 다행히

을 거쳐서 선택된다. 비공식 회의 초반에는 민감한 사항을 뒤에 남겨

이러한 길고도 지리한 과정을 거치면 대부분 장관급 회담 성명서가

두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빠르지만, 그 민감한 사항들을 해결해야

의결된다.

하는 회의 후반에는 의장이 난감할 정도로 합의도출에 난항을 겪게
된다. 몇몇의 국제회의들이 결의안 채택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되는 이

DAW가 이러한 문건을 다루는 기관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결의안과
사무총장 보고서, 장관급 회담 성명서와 씨름할 시간이 많았는데,

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1년 동안 쏟아지는 이러한 문건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진행되었을 숱한
미국은 타국

비공식 회의(Informal)들을 생각하면, 새삼 UN 사무국이라는 곳이 왜

점령(Foreign Occupation)이나 테러리즘(Terrorism) 같은 사안에서 충돌했고,

‘사무국’
이라고 불리는지 뼛속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 뉴욕 UNHQ는

성 평등 분야에서 진보적인 유럽과 아직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이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국제회의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정리하는

G-77은 생식보건(Reproductive Health) 부문에서 격돌했다. 성인지 예산을

역할을 맡고 있다. 오직 문건만을 다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장의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스위스와 이런 개념 자체가 토론의 주제로 올라

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어서, 정신을 놓는다면 한순간 일반 사무직의

오지 않는 미국 역시

일종으로 전락할 위험이 존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다행히 나는 성

이 주제를 놓고 상반

평등 분야에 온 힘과 열정을 쏟는 상사를 만난 덕에 무뎌지려고 하

된 의견을 보였다. 비공

는 칼날을 때마다 다듬을 수가 있었다.

개발도상국들의 대표체인 G-77(Group of Seventy

비공식(Informal) 회의 모습

Seven)과

식 회의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아마
이아
도‘유연한(Flexible)’
닐까 싶다. 각 국가들
은 이해관계가 첨예하
게 갈리는 사항이 아
닌 한 다른 국가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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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에서 온 실비아는 어느 날 나와의 면담 중에,“잊지 마라,
너와 내가 대화를 하는 이 순간에도 여성들은 죽어가고 있다”
고이
야기했다. 그녀의 그칠 줄 모르는 열정과 날카로운 눈매가 세계 여성
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렇게 끊임없이 연속되는 회의
가 분명 지루한 작업일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세계시민들의 권익
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기반이 닦인다는 것을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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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영상으로 참관이 가능하다. UN의 웹
사이트에서는 총회에서 가결된 결의안과 UN 총회 녹화 영상을 볼
수 있다.*

One

UN Women의 탄생

UN,
UN Women
총회(General Assembly)에서

UNHQ 인턴십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을 꼽으라면 UN Women의 탄생을
눈으로 직접 본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다.

실비아처럼 매일이 열정적이고, 즐거울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

UNHQ 인턴십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UN

국도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이 실행 중인데, 이 역시 1995년 북경세

이 하는 일의 개요(Overview of the UN’
s Work)를

계여성대회에서 도출된 북경행동강령에 성인지 예산 실행이 권고되었

강의해준 로버트 스키너(Robert Skinner)는 현재 반기문 사무총장이 강조

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건들은 길고도 지

하고 있는 정책(Initiative)이‘하나의 UN(One UN)’정책이며 많은 UN 기관

리한 의결 과정을 거쳐서 각국 대표들에 의해서 승인된 문건이기 때

들이 소통과 협력 없이 개별적으로 움직여서 양산되는 비효율성과 일

문에, 이 자체가 현장에서 싸우는 여성 단체들과 시민들이 자국 정부

의 중복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해주었다. 반기문 사무

에 자신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정당성(Legitimacy)의 근거

총장이 강조하고 있는 One UN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물 중 하나가

가 된다.

바로 UN Women의 탄생인 셈이다. 내가 인턴십을 했던 DAW를 포

UN 회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총회에 참가할 기회는 두 번 있었
다. 한 번은 매년 선출되는 총회 의장 선출식이었고, 또 다른 한 번
은 UN Women의 공식적인 탄생을 알리는 총회였다. 내가 총회를
참관한 사실을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무척 많았다. 총회에 직접 가

함하여,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사무총장 특별자문관실(OSAGI, Officeof
the Special Adviser on Gender Issues and Advancement of Women),

위한 국제 조사와 훈련기관(INSTRAW, Office
Issues and Advancement of Women)

여성의 발전을

of the Special Adviser on Gender

그리고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

United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총회에서 열리는 회의는 지구상 어디
* http://www.un.org/webcast/g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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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 대표부를 방문하다

이렇게 UN 안에 있는 네 개의 여성 문

제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여성 문제와 관련된 전문기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젠더 이슈가 갖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발 분야와

UN 현장 사무소의 인턴과 UNHQ 인턴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으라

비교하면, 여성 진보와 관련된 분야는 실질적으로 매우 더디게 진행

면, 그건 내가 베푸는 것에 목적을 두는가, 배우는 것에 목적을 두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실을 인식한 유럽과 캐나다 중심의 많

는가의 차이가 아닐까 싶다. 경험이 없어도 일손이 모자라다는 이유

은 시민단체들이 강력한 여성 관련 전문기구의 설립을 촉구하기 시작

로 바로 사업에 투입되는 현장 인턴과는 다르게, 고도의 전문성과

한 것이 UN Women의 시작이었다.

화려한 학력을 지닌 전문 인력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UNHQ에
서 인턴들은 자연히 배우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UNHQ

대부분이 유럽과 북미에서 온 직원들로 이루어진 사무국, 그리고 개
발도상국에서 온 직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UNIFEM. 이 기관들
이 서로 소통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 세계 여성들이
받는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당장 오늘 먹
을 것이 없어 고통 받으며 난민 캠프에서조차 강간을 당하는 여성들
의 현실을 뒤로 하고, 선진국 여성들의 편의에 초점을 둔 논의만이 사
무국에서 진행된다고 하자. 그럼 국가마저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없
는 개발도상국 여성들은 어디서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
런 면에서 현장과 소통이 끊긴 사무국은 필연적으로 비효율성과 경직
된 관료주의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적지 않은 사무국 직
원들이 이 개혁 조치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이런 변
화가 전 세계 여성들에게 가져다줄 새로운 소망과 실질적인 도움을
생각할 때 나는 매우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
있어서 여성 이슈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던 반기문 사무
총장이 UN Women의 탄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환영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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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프로그램도 인턴들에게 UN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
를 제공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둔다. 이런 성격 하에서 실시되는
UNHQ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UN 대표부 및 기관
방문이다. 매주 2~3개씩의 국가별 UN 대표부 방문을 통해서 인턴
들은 각국 정부 대표들로부터 각 나라의 외교 정책과 다자협력 정책
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갖는다. 또한 UNIFEM,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과

같은 다양한 국제기구

담당자로부터 기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하는 일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 한국 UN 대표부를 방문해서 외교통상부의 외교 정책, 다
자협력 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들었던 시간은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UN 사무국 인턴의 또 다른 장점은 한국 UN
대표부 서기관, 혹은 한국인 UN 직원들을 직접 만나고 이들에게 유
익한 정보와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진입장벽이 높을 것이
란 기대와는 달리 친절히 자신의 시간을 내주고, 많은 정보와 조언
을 아끼지 않은 외교통상부 서기관, UN 직원분들에게 고마움을 느
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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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EM의 여덟 가지 주제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여성이 토지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은 여성들이
돌봄 경제(Care Economy) 영역에서 벗어나 실물 경제(Cash Economy)로 진입

개인적으로 UNIFEM에 관심이 많았기에 UNIFEM 담당자를 만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UNIFEM은 몇몇

수 있는 시간도 내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UNIFEM이 초점을 맞

국가에서 소액금융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소액금융사업이 종종 20

추고 있는 주제는 크게 여덟 가지가 있다.

퍼센트가 넘는 고금리로 채무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문제
점을 인식하고, 여성들의 일반 금융에 대한 접근을 늘리는 노력을 하

첫째는 UNIFEM이 각 국가의 국가적 체계 자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고 있다.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여성이 토지소유권을 획득하도록 돕는
등 각국의 성차별적 법률을 변화시키는 노력이다. 셋째는 비공식 부

내가 중요시 여기고 고민했던 문제들이 UNIFEM에 의해 이미 실행되

문에서의 사회정의를 구축하는 것이며, 넷째는 각국 재정부나 여성부

고 있다는 사실에 많이 감동했다. UN Women을 통해서 UNIFEM

등이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애드보커

이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들이 사무국에 전달이 되고, 사무국에서는

시(Advocacy)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각국 의회에 영향력을 가할 수 있도

각국 정부 지도자들이 논의를 통해 제도의 변화를 꾀한다. 그렇게 개

록 여성 기관 내의 네트워크를 증진시키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농촌

선된 제도를 통해 UNIFEM 현장에서 사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여성, 장애 여성, 이민 여성, HIV/AIDS 감염 여성 등 소외되고 사회에

법적 보호막이 되는 선순환. 이게 바로 UN Women이 앞으로 그려나

서 배척당하는 여성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인신매매 금지, 전쟁 전술

갈 미래라고 생각하니 기대가 더욱 커졌다.

로써의 성폭력 금지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제도 변
UNIFEM 강연을 해준 Ms. Tacko Ndiaye와 함께

화, 여덟 번째는 지역
사회 중심의 접근 등

살사댄스와 스페인어

이다.
그중 구체적으로 중점
을 두는 사업은 여성
이 토지, 신용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다. 토지소유권이 없
으면 신용에의 접근도

정규 UN 인턴십 과정 외에 잊지 못할 경험을 꼽으라면 살사댄스 수업
과 스페인어 수업을 꼽겠다. 쿠바를 여행했었던 친구가 쿠바 여행에서
아쉬웠던 점으로 살사와 스페인어를 배워가지 못했던 것을 꼽은 적이
있었다. 만약 그것을 배웠더라면 쿠바 여행이 몇 배로 즐거웠을 거라
고. 언젠가 남미에서 일하거나 그도 아니면 최소한 남미를 여행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던 나는 살사댄스와 스페인어에 관심이 많았다. UN에
서 보낸 나의 여름은 이 두 가지를 완벽히 충족시켜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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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사댄스 수업
은 원래 UN 직

뉴욕,

UNHQ 인턴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사무

원을 대상으로

뉴욕!

국이 뉴욕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러나 이 장점은 역으로 가장 큰 단점이 될

하는데 적지 않

수도 있다. 세계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다

은 수의 인턴들

는 도시 뉴욕에 살다 보면, 지구 반대편에

이 참여했다. 외

서 하루 식량이 없어 고통 받는 이들의 아

부에서는 가장

픔을 잊어버리기 쉬워진다. 원조 기관 탐방

싼 수업을 찾아
도 회당 $15를
스페인어 수업, Bassem, Akiko 그리고 선생님이었던 Rocio와 함께

지불해야 하는

데, UN 내의 이 수업은 회당 $5로 저렴했고, 일주일에 한 번, 퇴근 직
후에 진행되어서 참여하기도 용이했다. 페루 출신 선생님에게 배우는
살사는 사무국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됐
다. 스페인어 수업은 스페인어로 종종 인사를 건네는 나를 보고, 엘
살바도르 출신의 직원 로시오(Rocio)가 일주일에 2회 수업을 해주겠다
고 먼저 제안하여 시작되었다. 나를 비롯하여 스페인어에 관심이 많았
던 인턴 아키코(Akiko)와 바셈(Bassem)이 함께했다. 언어를 사랑해서 언
어를 공부하고, 영어, 스페인어, 불어를 구사하며, 히브리어 중급 과정
까지 공부하고 있는 원어민 선생님 로시오의 수업은 정말 즐거웠다.
특별히 1년간 한국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하기는 했지만, 3, 4학기 멕시
코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원어민들을 만나야 했던 나에게는 정말
도움이 된 시간이었다.

을 위해서 노르웨이를 방문했을 때, 가장 양질의 원조를 한다는 북
유럽에 머물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이렇게 완벽하고 천국 같은 곳에
살다 보면 현장의 치열함을 잊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
이었다. 뉴욕도 마찬가지다. 그게 뉴욕 UN 사무국의 아킬레스건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UN에서 일어나는 일의 큰 그림을 보고 싶다면,
그리고 힘든 인생 여정에서 잠시 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저 없
이 UN 사무국 인턴을 지원하라고 권하고 싶다. 내 경우는 그 두 가
지가 모두 해당되었다. 제도 개혁에 관심이 많아서 UN의 큰 그림
을 보고 싶었고, 가히 사람을 잡는 수준인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

SIPA에서 1년간의 학위 과정 후 망가진 몸과 마음을 다

스리며 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SIPA에서의 1년은 내겐 정말
지옥과 같았다. 밤 12시 전에는 집에 들어온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
고,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새벽까지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해야 했
다. 때문에 뉴욕에 1년을 살았어도, 방문했던 곳이 손에 꼽을 정도였
다. UN 사무국 인턴십은 그런 내게 건강을 회복하고, 뉴욕을 만끽
할 자유를 허락해주었다.
한국에 있을 때 교포 친구 한 명이 서울은 돈만 많으면 정말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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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시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물론 뉴욕도 돈이 많으면 당연히

릴 수 있는 뉴욕 시민들의 일상인 것이다. 허드슨 강변이나 링컨 센터

행복한 도시지만,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걷

(Lincoin Center)

기 좋은 도시 뉴욕에서는 단지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 행복해진다. 거

은 아무도 없다. 편한 대로 아무 옷이나 걸치고 나온 사람들이 춤이

리 몇 개를 지날 때마다 아기자기한 공원들이 있고, 거리마다 누구든

라고 할 수 없는 몸짓을 남을 의식하지 않고 즐기는 모습은 자유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벤치들이 있다. 트럼프 타워(Trump Tower)를 지으면

도시 뉴욕이 어떤 곳인지를 확실히 보여준다. 과연 뉴욕만한 공공재

서 트럼프(Donald Trump)가 뉴욕시에 기증했다는 허드슨 리버 파크(Hudson

(Public Good)가

River Park)는

뒷마당에서 열리는 댄스파티들. 드레스를 맞춰 입은 사람

또 존재할 수 있을까.

그림처럼 아름답고, 뉴욕의 허파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

장 아름다운 공원 센트럴 파크(Central Park)에서는 뉴욕 필하모닉(New
York Philharmonic)의

무료 공연과 알 파치노(Al Pacino)가 주연하는 셰익스피

어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 그리고 <겨울 동화(The
Winter’
s Tale)>란

연극이 무료로 공연된다. 뮤지엄 마일(Museum Mile)을 따라

있는 뉴욕의 아홉 개 유명 박물관 및 미술관들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Museum Mile Festival)이라는 행사도 있다.

재미있게도 나는 이런 도시의 한가운데서 행복을 느낄 때면, 한국을
생각하고는 했다.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생각하며 뉴욕에 왔지만, 베
푸는 것만큼 우리 자신의 발전도 중요하다는 것을 뉴욕에서 배웠다.
이제 한국도 베풂의 행복을 배우는 만큼, 우리 스스로도 삶을 누리
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이런 뉴욕의 공공재들을 한국에
심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여름이었다.

UN 사무국 인턴들에게는 뉴욕 현대미술관(MOMA, Museum of Modern Art)
의 입장이 무료로 제공되며, MOMA 내의 조각 공원에서도 여름이면
다채로운 재즈와 현대음악 공연이 무료로 열린다. 세계 4대 박물관
중 하나라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은 1달러의 기

고민과

대학교 3학년, 아무것도 모르고 신청한 수

부금으로도 입장이 가능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뉴욕 내 박물관과 미

열정을

업에서 르완다 대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처

술관들이 금요일 저녁이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해소하다

음 듣던 날 내 삶은 바뀌었다. 한국이 일본

거의 한 편의 공연 수준인 뉴욕 내의 유명한 교회들, 타임스 스퀘어
(Times Square),

리디머(Redeemer), 리버사이드 교회(Riverside

Church)의

예배

도 뉴욕 거주자들이 누리는 굉장한 혜택이다. 거리거리에 숨겨진 다양
하고 창조적인 조각 작품들 역시 뉴욕 거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예
술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뉴욕에서 문화 예술은 고상하고 부유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길거리를 걷다가 언제라도 맞닥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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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기 일본의 강압과 폭력에 신음하던 시
절에 세상을 향해 보낸 구조요청을 세계가
침묵했었던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아파했던
시절이 있었다. 르완다 대학살은 내가 밥
을 먹고, 학교를 가고,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던 고등학교 시절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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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업에서 받았던 충격은 르완다 사태의 잔인함보다,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던 순간 세계가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모른 채 일상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 때
문이었다. 물론 한국의 고통에 왜 세계가 침묵했는지에 대한 답을 알
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는 시점에 개발에 대해 고
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주위에 같은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을 만
나거나 그런 정보를 들을 수도 없었고, 사람들에게서 그런 나의 삶에
대해 이해를 구할 수도 없었다. 그래도 심장이 전하는 대로 걷기 시작
했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 정점이 바로 UN이다.
외계인 취급을 받던 한국과 다르게, 이곳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

반기문 사무총장과의 사진촬영

을 모두 이해하고, 내 고민과 열정을 높이 보고 격려해주었다. 소통
의 단절 속에서 고민하던 내가 물 만난 물고기가 되었다.“원래 세상

람들과 병든 사람들, 탄압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은 그렇다”
면서 포기하고 체념하는 냉소주의자가 아닌, 세상이 변화

수 있는 언덕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다. 따듯한 마음과 공교한 손을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UN의 직원들. 이들은 다양하게

가진 한국인들이 나를 넘어서고 한국을 넘어서, 세상을 돕고 섬기는

행해지는 세계의 불의와 차별에 분노하며 세계 빈곤 문제, 불평등과

길로 나아가는데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늘도 노력한다. 그렇게 이들과 소통하며

로 글을 마친다.

생긴 한 가지 바람은 고소득의 편안하고 안정된 자리라는 것에 현혹
되어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사람이 아닌, 세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나의 작은 노력으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
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으면 한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자신의 실력을 최대
한 갈고 닦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었으면 한다.
국가마저 돌봐줄 수 없고 기댈 언덕이 조금도 없는 세계의 가난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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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의 학위와 경력
1대 사무총장인 트뤼그베 할브단 리(Trygve Halvdan Lie)를 배출한 노르웨이나
2대 사무총장인 다그 함마르셀드(Dag Hammarskjold)를 배출한 스웨덴, 세계
언어
UN 사무국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국제회의를 치르고 이에 대한 결과물을 지
속적으로 생산해내는 기관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어 작문 능력은 사무국 직
원 및 인턴에게 가장 요구되는 능력이다. 현지인처럼 사용하지는 못하더라도
평균 이상의 작문 능력은 필수다. 짧은 시간 안에 글을 분석하고, 중요한 내
용을 추려내며 이를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문법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무국 인턴이나 직원을 목표로 한다면, 무엇보다도 영어 작문 실력
을 키우고 정확한 문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UN에 있다 보면, 왜 UN이 UN 공용어를 강조하는지 체감하게 된다.
일단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직원들끼리 스페인어, 불어를 사용하는 모습
을 끊임없이 목격하게 된다. 또한 사무국에서 산출해내는 많은 문건들이
UN 공용어로 모두 번역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손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곳곳에 자국의 식민지를 가졌던 영국, 프랑스, 일본 혹은 현재의 패권국가인
미국. 여전히 이들은 UN 내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국가들이다. 이 국가
들이 가지는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어린 시절부터 국제
사회 이슈를 자기 일처럼 배운다는 점이다. 이들에게는 세계가 좁고 국제무
대가 자기 집 안방과도 같다. 이들이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배운 정도의 지
식을 우리가 습득하려면 현재로써는 국제대학원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그
런 이유로 나도 평화복지대학원에 진학했었고, 그때의 선택이 나를 국제사회
와 연결시켜준 고리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이 부문에 있어서 놀라운 속도로 변화·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굳이 국제대학원을 진학하지 않더라도 원조, 난민, 개발, 여
성, 환경 등에 대한 시민단체 활동, 봉사활동, 세미나와 단기 프로그램을 통
해서 국제사회 이슈를 충분히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밖에 없다. 같은 사무실에서 인턴 생활을 했던 레바논 친구가 주로 맡은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굳이 국제대학원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특정 이슈에

직무도 아랍어 번역이었다. 나도 인턴십 첫날 받았던 질문이 중국어를 할

관한 지식을 배울 수 있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다면, 국제

줄 아느냐는 것이었고, 못한다는 대답에 상사는 아쉬워하는 표정을 감추

정치, 국제관계학이 아닌 다른 전공을 정하라고 권하고 싶다. 정치학, 사회정

지 않았다.

책, 인권 분야라면 일단 언어라는 장벽 때문에 토종 한국인인 경우 작문 실

그보다 더 내가 외국어의 필요를 느꼈던 순간은 2주간의 온라인 토론(Online
Discussion)에

참가했던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았을 때였다. 올해 처음으

로 온라인 토론에 영어와 함께 불어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불어권의
참가자가 늘었고, 불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권에서도 참가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남미권의 참여는 현저히 낮았다. 온라인 토론의 목적이 현

력으로 북미 및 유럽에서 온 친구들을 이기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런
이유로 이곳의 한국인들은 대개 회계사나 변호사 등 자기 분야를 분명히 가
지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그 외에도 통계학이나 경제학 등은 작문 실력보다
전문 지식으로 판가름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서구권에게 유리한 과목이
라고 볼 수 있다.

장의 소리를 듣고 그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감안할 때, 영어를 배울 기회가 비교적 적은 남미권 사람들의 목소리가 언
어장벽 때문에 차단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심각한

의외의 고충

성차별 문제나 빈곤 문제를 지닌 아랍어권이나 중국어권에도 동일하게 적용

인턴 생활을 통해서 접한 UN 사무국은 가히 신의 직장이라고 불릴 만했다.

되는 문제다. 이러한 면에서 UN이 세계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제대로 작

사실‘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를 옹호하는 UN 사무국의 작업 환경이 열

동하려면, 제2외국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악하다면 그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납득
할 만하다. 특별히 내가 일했던 UN Plaza-DC2 건물은 신식 건물이어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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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도 탁월했고, 인턴들에게도 파티션이 설치된 넓은 공간을 할애해주었다.
P 레벨 직원들은 모두 자신들만의 방을 가지고 있었다. 근무시간도 유연해
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8시~4시, 9시~5시, 10시~6시 중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있고, 많은 직원들이 야근 없이 퇴근하거나, 야근이 있어도 기본
근무시간 외 두 시간을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서미경

그 외에 연봉이나 연금, 자녀교육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무국 직원들의 혜택
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곳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다루지 않
기로 하고, 대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고충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
다.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도 일가족 양립의 문제일 것이다. 배우자가 자신
을 따라다닐 수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뉴욕,
제네바, 비엔나, 방콕, 나이로비 등 발령을 받는 대로 세계를 떠돌아다녀야
하는 현실은 분명 건강한 가족생활의 장애가 될 수 있다. 나와 친하게 지낸
포르투갈 출신의 남자 직원도 가족을 포르투갈에 둔 채로 뉴욕에서 근무
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한 적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UN은 싱글 비
율도 높고, 이혼율도 높다.
또 다른 어려움은 반복적인 문서 작업이 주는 지루함이다. UNDP나
UNICEF 등 지역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UN 전문 기구와는 다르게 UN

국제노동기구를 만나다

사무국은 국제회의나 문건 처리를 맡는 일이 가장 큰 업무이기 때문에 현장
에서 일어나는 일을 체험할 기회는 거의 없다.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
을 주고, 현장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긴다면,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나

다른 전문기구가 적합하지, 사무국 직

원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부서는 비교적 여자 직원이 많았기 때문에, 다소 나은 편이었지만, 대부
분의 UN 사무국은 옆자리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하
다. 소통하는 일보다 문서 작업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다. 또한 경제학
박사를 보유하고도 국제회의 준비 진행이 주된 임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맡은 역할에 실망할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 이외에도 사무국 내에서 목격하
게 되는 말 못할 고충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UN 직원이 누리는 혜택만을
바라보고 사무국 시험에 올인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어려

“If you think you’
re too small to make a difference,

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봐
야 한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정말 맞는 사람인지를 인턴십 등을 통해서 경
험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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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ve obviously never been in bed with a mosquito.”
아
- Michelle 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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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서미

귀국행

나는 IMF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를 엄습하

티켓

고 있던 시절에 대학을 졸업한 세대로서,

국제노동기구(ILO) 제네바 본부 이주노동부서 인턴

없이

운이 좋다고는 할 수 없었다. 학과 선배들

현재 백신개발국제기구세계본부(IVI) 사무총장실 대외협력 행정담당

한국을

의“학교생활은 평균 이상만 해놓으면 취

떠나다

직하는 데 문제없을 것”
이라는 조언을 철썩
같이 믿고는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를 다
녔다. 그렇게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E-mail. seokelly@gmail.com

IMF 시대를 맞이했고, 라디오와 뉴스를 통해 질릴 정도로 들은 청년
실업 문제에 직면해야 했다. 한국을 떠나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한 곳
이 필리핀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화폐가치는 바닥을 쳤던 데다가, 부
모님 몰래 도망쳐야 했기에 적은 돈으로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찾
았던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올 비행기 표도 없이 출국 비행기 표만
손에 들고 한국을 떠났다.
난 지금도,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매일 각종 매체에서는
‘국가 위기’
가 우리 세대의‘개인 위기’
로 이어지고 있었고, 내 또래들이
당시에 받았던 우울한 미래에 대한 불안은 꿈마저 집어삼킬 기세였으
니까 말이다. 난 필리핀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아주 게으르고 느릿
하게 6개월을 보냈고 걱정하시던 부모님이 대주신 비행기 값으로 한
국에 돌아왔다. 지금도 나만의 공간이 필요할 때, 무작정 그 시골 마
을을 찾는다. 거기에는 느리게 움직이는 시계가 있고 편안하게 책을
읽게 해주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교를 졸업했고 운 좋게도 졸업장의 잉
크가 마르기 전에 취직할 수 있었다. 외국계 기업에 입사했지만 난
그저 준비가 안 된 사회초년생이었다. 특히 내 영어 실력은 외국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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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과 직접 일하게 되면서 큰 난관을 맞았다. 하지만 그것은 나에
게 또 다른 기회였다. 나는 목표가 확실하면 그것을 달성해가는 과
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난관에 겁을 먹지 않는다. 워낙 예민한
성격이라 한 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에 일부러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처리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모자라는 비즈니스 영어 실
력을 키웠다.
요즘 많은 학생들에겐 거의 필수인 어학연수는 대부분 생활영어만
습득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 조직의 인턴십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를 권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외국 조직을 영어권 국가로
한정하지 말라는 당부도 함께 하고 싶다. 오히려 UN 기구는 여러분
들이 제3국에 기여한 봉사활동과 경험을 더욱 높이 사는데다가 국제

방글라데시 외진 마을의 아이들과 들판에서 찍은 사진

문화 이해 측면에서도 더욱 도움이 된다.
인지라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는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제문화를 바르게 이해, 해석하여 그것을 흡

것도 사실이다.

수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 능력을 기르는 것은 의외
로 단순하고 쉬운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문화의 다양성을 어떻게 선
입견 없이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여 자문화와 융화시킬지는
아주 복잡한 문제다.

실제로 UN 조직에 들어가면 다들 자기 문화에 뿌리를 둔 프랑스식·
인도식·러시아식 등의 영어를 구사한다.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미국식·영국식 발음을 위해 연습하는 것도 모자라 미국식·영
국식으로 사고하는 것까지 교육하는 실태다. 나는 한국의 청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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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세계시민의 공통어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그래서 많은 영어 사

세계시민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의 문화를 영어 속에 아름답게 녹여내

용자들이 자국의 언어 체계와 문화를 반영, 발전시키고 있다. 한마디

영어를 더욱 풍요롭고 다문화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로 우리는 영어의 다원주의(Polycentrism)에 사는 셈이다. 물론 혹자는 엉

또한 영어를 배운답시고 미국·영국 친구들만 사귈 것이 아니라 제3국

터리 영어(Broken English)가 빈번하게 사용되며 일반화되고 있다는 이유

의 친구들과도 우정을 쌓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

로 이러한 상황을 영어의 퇴보라며 통탄해 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어

국 그들이 여러분에게 국제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폭넓

라는 것이 워낙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문화와 뗄 수 없는 유기체

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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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과 비교했을 때 그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세계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노동자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

대변하다,

로 하는 UN의 전문기관으로 국제노동기준

국제노동기구

관리와 노동입법 및 적정한 노동시간, 임금,

Organization)는

노동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권고 또는 지도
를 담당하고 있는 기구다. 회원국 대표는 다
른 UN 기구처럼 정부 대표로만 구성되어 있

이다. 사실 ILO의 출현 배경으로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까지 거슬러 올
라갈 수 있다.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서 각국은 이윤극대화에 기반한 자
본의 논리 속에 노동자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극도로 무시하였고 착취
했다. 그들은 급기야 노동자의 인간성마저 부정했다. 이는 결국 극심한
사회갈등을 초래하였고 노동자의 조직화와 사회혁명으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x)와 엥겔스(Fridrich Engels)를 주축으로 한
국제적인 노동연대 움직임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도 함께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더불어 각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영구적
ILO는 엄밀히 말해서 정부, 노동자(노동조합)와 사용자(사용자단체) 대표들
로 이루어진 3자간의 기구를 명시하는 말로, 보통 ILO라고 하면 제네
바(Geneva)에 주재한 국제노동사무소(Bureau International du Travail 또는 International
Labor Office)를

가리킨다. 이 국제노동사무소는 회원국 대표들에 의해 선

임된 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ILO의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물론 이 본
부 사무소 외에도 방콕 등에 여러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인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과 처우 개
선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한 국가에서만의 노동조건 개
선은 국가간 무역거래에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범국가적으
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r Standards)이 필요했다.
즉 ILO는 각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공감
된 이해관계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현재 ILO는 183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는데, 매년 각국 대표들은 국
제노동회의(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에 참석하여 집행기구 임원 선출에서
부터 여러 조약 체결 또는 권고안 채택 등을 결정한다. 물론 회원국은
모든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회의는
1919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노동회의를 시작으로 2011년
현재 100회를 맞이한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ILO에 정식 가입하였다.
ILO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 베르사유 평화조약 제13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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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ILO는 워낙 오래되고 규모가 큰 조직이라

통해

인턴십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기회를

꽤 많은 인턴들이 들어왔다가 나간다. 그

잡아라

래서인지 인턴 네트워크도 잘 발달되어 있

에 의해 설립되었다. 다시 말해 ILO는 UN이 출범하기도 전, 그의 전신인

는 편이고 인턴들끼리 정보교환 행사도 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탄생과 그 역사를 같이하니 다른 여러 UN 기

주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물론 인턴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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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난 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여

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영어 작문 실력을 요구한다.

러 가지 조언도 구할 수 있다.
알다시피 우리말로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글까지 잘 쓸 수 있다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활동 측면에서 정

것을 의미하지 않듯이 영어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해서

부 차원의 노하우와 그에 따른 지원이 아직은 부족하다. 나 역시 우

호소력 있게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몇 개월 집중해서 시험 준비한

리나라에서 발간된 자료집에 한계를 느껴 주로 스위스 정부 자료를

다고 길러지는 능력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단순히 영어로 무리 없이

참고했다. 어차피 이러한 자료들은 UN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일상 대화가 되고 비즈니즈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글쓰기를 잘할 것이

어떻게 인턴십 기회를 잡는지 등을 다뤘기 때문에 꼭 자국민에게만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사실 비영어권 응시자로서는 통계(Statistics)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국 정부 자료에만 기대지

나 재무(Finance)를 응시 분야로 시험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

말고, 다른 나라 정부 자료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도 정해져 있으니
만약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미리 대학교 전공을 여기에 맞춰야 할 것

이전까지 UN 인턴 공개경쟁시험에는 유엔국가별경쟁채용시험(NCRE,
National Competitive Recruitment Examination),
Professional Officer),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JPO,

이고, 이미 대학생이라면 부전공을 이쪽으로 맞추길 바란다.

Junior

젊은 전문가 프로그램(YPP, Young Professional Program) 등

만약 시험 보는 것이 본인에게 맞지 않다면 내가 했던 방법을 한 번

이 있었으나, 2011년 1월부터 NCRE가 폐지되고 YPP로 대체되었다.

시도해보기 바란다.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달라 시험에 강한 사람

하지만 NCRE 시험을 본 경험자로서 대략적인 인턴 선발 과정을 간

이 있는 반면 시험에 약한 사람도 분명 있기 때문이다.

접적으로 느껴보길 바라며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원하는 연구 분야를 구체화하고 거기에 일치하는 UN 직원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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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RE는 내가 본 시험 중 단연 최고로 끔찍한 시험이었다. 주변에서

워크를 탐색하라. 내가 제네바에 있던 중 한 번은 그 자리에 있는 인

이 시험을 봤다는 사람이 한두 명 있었으나 시험 과목이 달라 별다

턴 동료(20명 정도)들끼리 즉석 통계조사를 한 적이 있다. 질문은‘정식

른 도움을 구할 수 없었던 나는 무작정 시험공부를 했다. 정말 정신

으로 인턴십 채용 절차를 밟고 입사한 인턴이 있는가’
였다. 결과는 제

없는 2개월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착오였다. 2개월 미친 듯이 준비한

로였다. 그중 한 명도 인터넷에 적힌 대로 온라인으로 지원서류를 내

다고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 절대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가 크든 작든 한

것은 영어 작문 능력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UN 직원들이

몫을 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네트워크란,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

각 국가별 엉터리 영어를 구사한다. 하지만 그들이 각자의 전문연구

히 생각하는 친·인척의 네트워크를 동원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 일

분야에서 발휘하는 영어 작문 능력은 대단히 우수하다. 즉 많은 UN

하고 싶은 분야의 UN 직원을 잘 알아두고 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

기구에서는 연구프로젝트 개발, 연구논문 발표 등을 중요하게 생각

하라는 것이다. UN에도 다른 회사처럼 여러 부서가 있다. 만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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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분야가 행정 쪽이라면 아무래도 실무 경험을 쌓
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하지만 전문연구 쪽이라면 내가 했
던 방법을 이용해보기 바란다.
그때 같이 연구하게 될 UN 직원이 나를 뽑아줘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ILO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의 얘기를 빌리자
면, 한 번은 인사(HR)부서에 그해 인턴십 지원자들 중 추천
자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했단다. 그랬더니 다음날 HR 부서
에서 대형 마트의 카트 두 대 분량의 이력서를 실어 왔더란
다. 바쁜 업무 일정에 그 많은 이력서를 볼 엄두가 나지 않
았던 그는 당시 인턴 채용을 포기했다고 한다. 즉 정식 절
차를 밟기에는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아주 훌륭한 이력
서를 가지고 있어도 당신의 이력서가 당신을 원하는 사람
책상 위에 놓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직접 발
벗고 나서서 같이 일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UN 직원의 책
상 위에 이력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전략을 구사해야 할

국제노동기구에 근무할 당시 개최되었던 2006년 제95회 국제노동회의에서
ILO 사무총장 Mr. Juan Somavia가 기조연설하는 모습

것이다.
고 싶은 UN 직원을 찾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직장 경력이 4년 정도 있었고 국제경영학을 전공했으며 관
심분야는 노동 쪽이었다. 물론 나의 직장 경력도 노사관계관리 및 인
사개발관리였다. 행정은 이미 직장을 통해 어느 정도 익혔다고 생각했
으므로 대학원 공부를 좀 더 접목할 수 있는 노동 분야를 연구하고
싶었다. 특히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구 분야 말이다. 그래서 줄곧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이주노
동 문제였다. 나는 인턴십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원 마지막 학기에 당
연히 ILO를 떠올렸고, 내가 그 기구에 들어가서 같이 연구하고 배우

물론 난 그전에 이미 몇몇의 연구자 이름을 확보하고 있었다.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ILO에서 발간하는 이주노동 분야 논문이나 자료
집을 심심찮게 봐왔었고 누가 어디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지 대충
알고 있었다. 물론 나는 이 막연한 리스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
다. 이들의 최근 논문을 중점적으로 읽고 그들의 연구 업적 중 가장
나의 흥미를 끄는 한 명을 선택했다. 그리고 난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
다. 물론 내 이메일의 요지는 당신과 함께 연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동안 이 연구자의 논문을 읽어둔 터라 그가 어디에 관심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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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고 중점적으로 더 연구를 해보고 싶을 만한 분야가 무엇이겠

각하는지 혹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

구나 하는 감을 대충 잡고 있었다. 나 역시 더 배우고 연구해보고 싶

었다. 그는 이메일은 받았지만 아직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 읽었

은 분야가 있었으므로 이 둘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그에게 어필할지가

다며, 읽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어쨌든 그의 관심을 끄는 데

관건이었다.

는 성공한 셈이었다. 물론 시차 때문에 밤 12시까지 기다리다가 전화
했다는 언급도 빼먹지 않고 했다. 내가 얼마나 열성적으로 당신과 연

첫 번째 이메일은 내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소개한 다섯 문장의

구하고 싶은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말이다.

글과 영문 이력서(CV, Curriculum Vitae)를 요약한 반 페이지 분량의 내 프
로필이었다. 물론 이메일을 보낼 때 내 CV를 첨부 파일로 보내지 않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사해야 한다. 얼마 전 읽은 신문에 따르

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메일의 첨부 파일 여는 것을 아주 귀찮아

면 우리나라 국제회의 유치 횟수는 아시아에서 2위라고 한다. 이런 국

하기 때문에 상대가 이메일을 열자마자 내 프로필을 읽을 수 있도록

제회의장에는 당연히 많은 UN 기구 인사들이 기조연설자 또는 해당

했다. 물론 이메일의 시작 부분을 내가 그와 같이 하고 싶은 연구 분

전문분야 연구발표자로 초대되어 오기 마련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야를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내 이

대학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콘퍼런스(Conference)에서도 많은 국외

메일의 전략이었다. 그리고 난 일주일 후 그로부터 메일을 받을 수 있

인사들이 초청된다. ILO에서 함께 일했던 연구 선임 또한 내가 인턴

었다. 그때의 기분이란! 정말 기뻤다. 사실 그때까지 내 마음에는 이메

십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일이 그 사람에게 도착이나 할까 하는 의구심과 걱정이 반씩 차지하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를 방문했다. 이처럼 UN 기구의 많은 전문연구원들은 전 세계

국제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세 번이나 우리

로 미션 여행을 다닌다. 만약 여러분이 같이 일하고 싶은 UN 직원이
그는 내가 하고 싶은 연구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 계획을 세워서 자기
한테 보내달라고 했다. 이 연구 계획은 내가 어차피 석사 논문에 쓰
려고 했던 내용이었던 터라 힘들지 않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었
다. 물론 나는 이 연구계획서가 사실상의 필기시험에 버금갈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여러 사람들에게 지도편달을 받는 준비까지 했다. 그리고
난 그의 답장에 적힌 사무실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내가 보낸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된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잡기 바
란다. 연설 또는 강연이 끝나고 나면 인상적인 질문으로 그 사람의
주목을 끄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강연 발표가 끝나고 자
연스럽게 명함 한 장을 받아놓는 센스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일명‘후속조치 이메일’
을 보내는 등 그 사람을 네트워크
중 하나로 자리 잡게 해야 할 것이다.

연구계획서를 잘 받았는지 물어보는 것은 부차적인 목적이었고,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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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물어보고 어떤 사람인지 목소리를 통해서나마 알아내려고

내 학교 동기 중 한 명은 UN 기구에 인턴십 기회를 잡기 위해 무려

했던 게 나의 주목적이었다. 물론 내 연구계획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

200여 군데에 이력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정말 집념

165

의 친구였다. 이 친구
는 2년 후 기회를 잡

유급

일단 인턴십 입사가 결정되면 ILO 인사부

을 수 있었다. 아마도

인턴십을

에서 인턴십 안내 자료와 함께 제네바에 대

2년 전에 빈자리가 없

지향하다

한 기본적인 정보 등을 보내온다. 그리고

어 못 뽑았지만 이력
이 괜찮아 그동안 보
관해둔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모양이었다.
ILO에서의 인턴십 생활을 마치는 날,
상사 피아시리가 열어준 환송회에서 동료 제이와 함께

물론 이 친구는 뛸 듯
이 기뻐했고 곧 뉴욕

의 UN 본부로 날아갔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강, 약점이 있다. 내가
이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이유는 강점에 따라 전략을 선택하라는 말
을 하고 싶어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시간에는 한계가 있으
므로 모두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전략
을 구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좁지만 깊이 있는 네트워크든, 얕지만 방대한 네트워크든 자기가 강
한 쪽의 전략을 세워 실행하면 된다. 어떤 것이 우위인지는 개개인의
강점에 달렸다고 본다. 자 이제 가슴에 인내와 끈기를 새기고 꿈이 실
현되는 그날까지 파이팅하자. 그리고 기억하자. UN 조직은 사기업이
나 정부기업과 달리 연구 프로젝트를 따낸 전문연구위원의 입지가 상
당히 높다. 그래서 그 전문연구위원이 당신의 인턴 채용을 밀어주기만
해도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상사가 작성한 업무분장 서류와 함께 인턴
계약서가 온다. 그러면 업무분장서와 인턴
계약서에 사인하여 다시 제네바 본부 인사
부서에 보낸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고용계
약 관련 행정 절차다. 보통 이러한 기본적인 고용관계 절차를 마무리
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UN 기구가 조직이 워낙 거대하
고 관료주의가 만연하다 보니 업무처리 속도가 느릴 것이라고 생각했
는데 의외로 진행이 빨랐다.
사실 UN 기구에서의 인턴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급 인턴을
떠올릴 것이다. UN 기구에서 인턴십 자리를 얻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무급이라도 하겠다는 지원자가 전 세계적으로 줄을 서
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노동권을 넘어서
인권 확보를 옹호하는 국제기구답게 ILO에서는 무급 인턴을 고용하
지 않는다. 아무리 무급으로 일하겠다는 인력이 넘쳐도 무임금으로
고용하지 않겠다는 ILO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ILO에서
는 매달 CHF(스위스 프랑) 1,500의 임금을 인턴들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
다. 우리나라 원화로 치면 1,600,000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그래서 사실 다른 UN 기구들에 비해 인턴십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
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ILO 또한
이 유급 인턴 정책 자체가 학생들에게 많은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것임을 예상하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소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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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학교나 장학재단 등을 통해서 인턴십 동안 장학금을 후원 받

그렇게 나는 스위스 제네바로 날아갈 수 있었다. 정말 단기간에 모든

을 수 있다면 ILO로의 인턴십 입성이 한결 쉬워질 것이다.

채용이 결정된 터라 숙소 마련하는 데 상당히 애먹었던 것으로 기억
한다. 제네바에는 많은 국제기구와 NGO가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인

모든 UN 기구들이 그렇듯 분담금 및 후원금 등 공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에 있어 상당히 까다롭다. 그래서 보통 전
문연구원들은 프로젝트 제안서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등과 같

구의 단기 유동성이 아주 높은 도시다. 다행히 ILO에서 보내온 인턴
십 안내 요강에는 추천 숙소 연락처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은 정부 기관이나 빌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과 같은 개
인 재단 등에 제출하여 연구 프로젝트 기금(Grants)을 마련하여 연구

그렇게 하여 난 ILO 건물에 첫 출근을 하였다. ILO는 UN 유럽 본

활동을 한다. 물론 이렇게 연구 프로젝트 따내는 데 드는 경쟁도 상

부 바로 다음 정거장에 있었는데, 집에서 트램(Tram, 노면전차)을 타고 20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일단 이

분 정도 걸렸다. 첫 출근날 나는 ILO 인사부서에서 보내준 연락 정보

런 식으로 연구기금이 확보되면 ILO에 있는 전문연구원들은 인턴 또

에 따라 인사부서장을 찾아 나섰다. ILO 건물은 정말 그 규모와 역

는 계약직(Fixed-Term) 연구원들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 연구

사에 맞게 거대했다. 나는 1층 로비에서 신분증과 방문증을 교환하

기금 확보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스스로 다른 경로를 통해 장
학금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다른 UN 기구보다 인턴십 입성이 오히려
더 쉬울지도 모른다.

제95회 국제노동회의 참석 당시

내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처음 연구제안서를 제출하고, 내 선임이
인턴 채용 의사를 밝혀오고 나서 한 가지 걸렸던 부분이 인턴 급여
문제였다. 그는 내 연구제안서를 마음에 들어 했고, 채용하고 싶었으
나 ILO 정책상 무급 인턴은 채용할 수 없는데다 프로젝트에 남은 인
턴 채용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소속된 학교에서 혹시 인턴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것이었다. 나는 당시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는데, 다행히 인턴지원 시스템이 잘 갖
추어져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나는 ILO 선임에게 학교
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렸고 그는 인사부서를 통해 인
턴 채용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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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층에 인사부서가 위치하고 있다는 안내를 받은 뒤 엘리베이터를

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게 주어진 길이 이것뿐이 아니란 것

탔다. ILO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개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을 안다. 그리고 사실 P(Professional)-2 레벨로 들어가서 승진하는 것보

물론 직위에 따라 방 크기가 조금씩 달랐다. 인사부서장과 기본적인

다는 차라리 직장 생활에 충실하다가 나중에 P-4 또는 P-5, 나아

인터뷰를 마치고, 몇 가지 서류에 사인을 한 뒤 일어났다. 그리고 내

가 D(Directors) 레벨로 들어가는 것이 승진 정체가 많은 UN 기구에서

선임 연구자가 있다는 9층으로 향했다.

는 더 유리할 수 있다.

내가 근무할 부서는 마이그란트 유닛(Migrant Unit)으로 국제이주노동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튀지 말아라”
는 말이 있다. 하지만 난 평범하

담당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상당한 규모였는데, 국제이주기구(IOM,

기를 거부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Be Extraordinary!”국제사회에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의

나가보면 참으로 똑똑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출현과 다자간 기구의 프로젝트 규모

가 커지면서 다소 줄어든 듯 보였다.

그 사람들에겐 주변 사람들을 흡인하는 능력이 있고 일을 자신이 원
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마력 같은 것이 있다. 본인이 평범하지 않은 매

난 전화와 이메일로만 알고 지냈던 내 선임자를 만났고 부서장과도 짧
은 인사를 나누었다. 난 앞으로 국제이주노동 아시아 지역을 공동 연
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 사무실도 받았다. 인턴 직위에 맞는 작은
규모였지만 개인 사무실을 받아보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미리
제출한 연구계획서대로 연구 일정을 잡고 선임 연구자에게 읽어야 할
참고문헌 리스트를 받았다. 그렇게 ILO에서의 인턴십은 시작되었다.

개성으로

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승부하라

한 국제기구에 재직 중이다. 이 기구에 들어

력을 타고 났다면 사회의 집단이기에 눌려 그 매력을 버리지 말기 바
란다. 그것은 분명 국제사회에 나가 여러분들이 세계인들과 일할 때
분명 좋은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유럽인의‘Free Spirit’
이반
영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네바의 국제기구에서는 개성 넘치고 매력
적인 인턴들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
문이다.

오게 된 배경에도 사실 ILO에서의 인턴십
경험이 큰 역할을 했다. 사람의 일이란 어
떻게 될지 모른다. 순간순간 매사 맡은 바
를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는 항상 온다고
나는 생각한다. UN 기구와 NGO 기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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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직원은 크게‘G’
로 표시되는 일반직(General)과‘P’
로 표시되는 전문
직(Professional)으로 나뉜다. 보통 일반직은 그 지역 사람들이 지역공개경쟁
(Local Competition)을

유 은선

통해 입사하게 되고, 전문직은 국제 직원들이 국제공개

경쟁(International

Competition)을

(National Staff)과

국제 직원(International Staff)으로 분류하거나 일반직과 전문

통해 입성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 국내 직원

직으로 분류하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다. 그렇게 보통 P로 분류되는 전문직
직원들은 연구, 관리감독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G로 분류되는 일반직 직
원들은 이들 전문직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일반행정처리 업무를 담당
하게 된다.
G 스태프를 뽑는 채용공고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력 인플레 현상이 워낙 심각하여 석사 졸업자도 지원한
다고 한다. 그만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UN에서 관리직으로 크고 싶다면 G 스태프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OECD에서

세계를 배우다

알려주고 싶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식의 전
략은 사실 좀 위험하다. 일례로 내가 근무한 부서에는 G 스태프로 일하는
직원이 있었다. 그 직원은 상당히 유능했고 자기 계발 욕구도 강해 ILO 입
사 후 꾸준히 공부해 지금은 박사 학위까지 있는 인재였다. 물론 그는 G 스
태프로 주어진 일에 만족하지 못했다. 행정보조 업무가 그에게 만족스러울
리 없었다. 그는 연구 활동에 보다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 여러 편의 논문을
펴내면서 마이그란트 유닛의 연구 활동에 심심치 않게 공헌하고 있었다. 하지
만 그가 그렇게 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 전 부서장은 심지어 그에게
P 스태프로 옮겨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G 스태프에
있고, 그에게 그런 약속을 한 부서장은 지금 현재 다른 기구로 옮겼다. 어느

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온 국제기구에서의 체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본인의 경력 계발과 하고 싶은 일의 성격에 따라

비록 6개월의 짧은 기간이었고,

잘 판단하고 지원하길 바란다.

인턴에 불과한 자리였지만 인생 전반을 점검하고 배웠던 소중한 기회였다.
대부분의 사무국 직원들은 인턴에게도 매우 정중하게 대우하며,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 자신의 가치를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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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자신감보단 내 능력의 한계와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된 시간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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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유은

배우고

흔히‘부자나라 모임(Rich Countries’Group)’
이라

즐기다

고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OECD 통계국 Global Project Team 인턴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국제

OECD 금융재정기업국 투자과(DAF/INV) 인턴

공무원을 꿈꾸는 이들뿐 아니라 현직 국

현재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

제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제기구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모임답게 세계 경제·사회 분야의 주요 정책
E-mail. enshan@hanmail.net

및 의사결정기구(Policy Setter and Think-Tank)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높은 보
수, 각종 면세와 연금 혜택, 고위직의 경우 외교 면책과 같은 신분상
의 혜택까지 있다. 또한 세계 최장의 휴일을 보장받는 프랑스에 위치
하고 있어 업무와 복지를 비롯한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의 만
족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OECD에서 한국인의 입지는 1996년 가입 이래 큰 두각을 나
타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OECD 전체 분담금의 2.415%를 부담*
하여 31개 회원국 중 아홉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지만, 사무
국 내 한국인의 규모는 0.2%**에 불과하여 한국인 진출이 증대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문직인 A 직렬(Entry Level의 A1부터 사무총장인 A7까지
구분)의

경우 40여 명의 한국인 중 대다수의 직원이 한국 중앙정부에

서 2년에서 3년간 파견된 공무원(Secondee)이긴 하지만 그마저도 국회,
국책 연구원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인원이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OECD의 전 직렬을 통틀어 정규직은 10명이 안 되는 상황이며, 국장
이상(통상적으로 A4~A5에 해당)의 고위급 인사는 전무하다. 따라서 OECD

*	출처: 2008년 기준, OECD 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
** 출처: 2007년 기준, OECD H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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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내 인턴(OECD에서는 인턴을 트레이니라고 부른다)의 문 역시 한국인들에
게는 좁게 느껴질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OECD 인턴십 합격은 지금껏 내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한 행운이었고, 그만큼 후회 없는 인턴 활동을 위해 주어진 6개월
간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배우며, 즐겼다.

지피지기가

2009년 여성가족부 국제전문여성인턴으로

답이다

선발되어 2주간 외교안보원에서 국제기구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Global Talent Program 파리 & 제네바 국제기구 편

인턴십 수행을 위한 사전교육을 마친 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전역의 국제기구에
지원했다. 인사부에서 기구 대부분의 인턴
을 총괄하는 여타 국제기구와 달리 OECD
의 인턴 선발은 각 부서에 권한이 있고, 인
사부는 행정수속 등만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 역시 OECD 사

Project Team)과

의 능력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다양하다. 나는 두 개의 인턴십 지
원 과정과 직무 비교를 통해 내 커리어에 더 도움이 될 만한 투자과
를 선택했다.
통계국 글로벌 프로젝트 팀의 경우 여성가족부 국제전문여성인턴 선

OECD 금융재정기업국 투자과(DAF/INV, Directorate for Financial

배이자 대학원 선배인 이윤정 씨를 통해 여성가족부 8기 인턴 쪽으

and Enterprise, Investment Division),

두 부서에서 인턴십 기회를 얻었다. 전자

는 2009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3차 OECD 세계포럼(The
Project on Measu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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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 인턴이라도 배치되는 부서, 프로젝트, 상사(Supervisor) 그리고 본인

글로벌 프로젝트 팀(Global

무국 내 OECD 통계국(Statistics

Directorate)의

사실 인턴십 획득만큼이나 부서 선택이 쉽지 않았다. 같은 OECD 사

로 OECD 글로벌 프로젝트 팀의 인턴십 제의가 들어왔다. 글로벌 프

Global

로젝트 팀 인턴십 서류 심사 후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국제전문여성

지원하는 업무였고, 후자는 투

인턴의 특전 중 하나로 여성가족부 국제전문여성인턴 선발자는 인턴십 체제비 지원과 함께 국제

자과 내의 글로벌 릴레이션스(Global Relations)에서 2007년 OECD와 관계

회의 참석 지원을 받는다)

강화협약을 맺은 5개의 비회원국(Enhanced Engagement Countries: 브라질, 중국,

3차 OECD 세계포럼을 위한 아시아 지역 회의(Measuring and Fostering the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Progress of Societies: Key Issues for the Asia and Pacific regions)에

투자과 간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2009년 3월 23일~24일 일본 교토에서 진행된 제

참석하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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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일정을 참관하고, 글로벌 프로젝트 팀의 실무진들을 만나 업무에

선배를 통해 그 보고서의 저자인 데이비스(Davies) 씨의 이메일을 확인

대한 이야기와 내가 인턴을 수행할 경우 해야 할 일들을 듣게 되었다.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직접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보내 인턴 의

무엇보다도 OECD와 함께 이번 회의의 카운터 파트너(Counter Partner)가

사를 밝혔다. 메일을 발송한 다음 날 데이비스 씨에게 인턴십 수락을

한국의 통계청이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OECD의 양쪽 업무를 배

받았고, 인턴으로 6월부터 합류하게 되었다. 이처럼 본인이 가진 장점

울 수 있다는 것도 무척 매력적이었다.

을 파악하고, OECD 지원 분야에 관심을 갖다 보면 부서 홈페이지,
발간물(Publication), 뉴스레터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콘택트 포인트(Contact

금융재정기업국 투자과의 인턴십은 OECD에 직접 지원하였다. 내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어떻게 OECD 인턴십을 획득했

Point)를

입수할 수 있고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라는 말을 정답처
냐”
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지피지기(知彼知己)’
럼 말하고 다녔다. 회원국이 200여 개에 달하는 UN과 달리 OECD
는 31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인에게는 UN 진출보다 진
입장벽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영
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가입하지 않은 OECD에 중국인

OECD 사무국 내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

들의 진출이 제한이 되어 있는 만큼, 나의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인 중

금융

나인 금융재정기업국은 투자과를 포함하여

국학사 학위, 한국에서의 중국지역학 석사과정, 중국어 능력, 중국 경

재정기업국

총 7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 관련 다양한 인턴십 및 프로젝트 경험 등을 OECD에 어필하기 위

투자과

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력
해 노력했다. 특히‘중국 전문가(China Specialist)’

체험기

서의 모든 초점을 중국과 OECD 투자부의 업무인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연결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이러한 만반의 사전준비에도 불구하고, OECD의 인사과 및 투자과
에 인턴십을 지원했을 때는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해 마음을 졸였다.

투자과의 경우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이코
노미스트, 프로젝트 매니저, 법률 전문가,
시니어 통계전문가 등 전문직(Professional Staff)
20명을 포함하여 총 30명 정도 근무한다.
투자과는 OECD 회원국과 참관인(Observer)

으로 참여하는 비회원국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The Investment Committee)
그러던 중 석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OECD 금융재정기업국 투자부에

를 담당하며, 1년에 총 4회의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서 발간한 보고서를 입수하였고, 그 보고서의 저자를 찾을 수 있었
다. OECD에서는 직원의 이름을 그대로 OECD 이메일 계정으로 쓴
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OECD 통계국에서 근무 중이었던 대학원

178

*	Investment Division, Competition Division, Corporate Affairs Division, Private Sector
Development Division, Financial Affairs, Anti-corruption Division and Secretariat to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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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로는 해외투자의 보호주

는 기회였고 중국 현지에서 파견을 나온 고위급 인사들을 직접 만날

의를 지양하는 투자의 자유에 관

수 있었다.

한 협상(Freedom of Investment Roundtables),
해외투자를 통해 밀레니엄개발목표
(MDGs, United Nation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한 PFI(The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회원국 등 주

요국의 FDI 통계 작업, 기업 책임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해외투자

에 관한 양자 및 다자조약, 관계강
인도 국가인구안정화기금 사무총장
Shailaja Chndra와 함께

화대상국(Enhanced Engagement Countries)

을 지향하는 OECD에서는 한국의 상하 중심의 위계질서에서 추진
되는 업무 환경과는 달리 부서장부터 인턴까지 수평적인 의견 교환
을 통해 업무에 관한 다양한 조언과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 부서
내 업무와 직원들의 소개를 통해 비회원국 협력센터(CCNM, Centre for Cooperation with Non-Members)와
Communications Directorate)의
(Media Division)에서

공무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Public

Affairs and

중국 담당 실무자를 도와 미디어 사업부

주관하는 중국 언론 모니터링을 지원했다.

매년 3/4월과 9/10월에 개최되는 정기 회의와 6/7월과 12월에 개

간의 해외투자

최되는 투자위원회 연례회의 중 10월 회의의 전 회기(Session)에 참석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하게 되었다. 3일 동안 진행되는 회의를 통해 부서 내 수많은 프로

나는 관계강화대상국과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
들의 FDI 환경 및 정책 개선을 위하여 OECD 투자과와 해당 국가의
정부 부처가 공통으로 수행하는 투자정책보고서(Investment Policy Review)
업무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2011년에 네 번째 발간을 목표로 중국 상
무부와 진행하는 중국 투자정책보고서의 초기 조사(Draft

Research)를

맡거나 투자과가 상무부에 제출하는 프로젝트 제안서(Project Proposal)의
문헌 연구를 했고, 중국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Business
시장 및 산업 분석 데이터를 수집했다. 또한 인도네

시아와 2010년 발간을 목표로 처음으로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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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rocess)

과 회원확대대상국(Accession Countries: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러시아, 슬로베니아, 칠레는 2009년 OECD 정식 가입)

Process Outsourcing)

조직 내 투명성(Transparency)과 수평적 업무 환경(Horizontal

젝트를 파악할 수 있었고, 사무국과 회원국 간의 의사결정 프로세
스를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2009년 OECD 의장국이었던 한국
이, 그해 6월에 OECD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MCM, Ministerial
Council Meeting) 와

이
Strategy)’

투자위원회에서 상정한‘녹색성장전략 (Green

통과됐을 때 한국 대표단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를 계기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Korea
Agency)

Growth

Trade-Investment Promotion

OECD 대한민국대표부 등 한국 정부와의 업무를 지원했는

데, OECD 사무국 인턴으로 한국 정부와의 업무를 추진했던 일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정책보고서 프로젝트를 팔로우업(Follow-up)했다. 특히 중국과의 업무

투자과에서의 마지막 업무는 투자과 직원 전용 내부망(Intranet)인‘셰어

지원은 투자과뿐 아니라 OECD 조직 내 다양한 부서와 협업할 수 있

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개인 이메일을
포인트(Shar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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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하루에도 적게는 수십에서 수백 통의 문서들이 오고 가는 업무
Vision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과의 주요 문서들을 각 폴더에 정리하

인턴,

고, 각 직원들의 인적사항부터 이벤트 시 촬영했던 사진들을 올리는

이렇게

작업까지 중요면서도 시급하지 않은 일부터 처리해나갔다.

하면

국제기구는 겉으로 보이는 국제공무원의

성공한다!

화려함과는 달리 공무원 사회의 경직성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왠지

과 관료주의가 존재하는 곳이다. 국제화

공부밖에 몰랐을 것 같았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그들은 업무 이

기조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단순히 UN,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삶을 즐겼는데 그 모습이 가장 부러

OECD 등의 입성을 꿈꾸며 국제공무원을

웠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휴가가 끝나는 2월 초와 7, 8월 바캉스 시

희망한다. 그러나 단순히 직업으로 국제공무원을 꿈꾸기에는 스스로

즌이 끝나는 9월 초엔 한국의 시무식처럼 각 부서별로‘리엔트리 파

가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생각해야 한다. 우선,

가 열린다. 나도 인턴십 기간 중 9월에 열린 DAF 리엔
티(Reentry Party)’

국제기구 진출 자체가 쉽지 않다. 국제기구 내 전문직의 경우 소위 말

트리 파티에서 각 부서별로 테마를 정해 이웃 부서를 방문하며 전체

하는 엘리트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내가 속했던 부서의 인턴들의 경

직원과 어울릴 기회가 있었다. 늘 사무실에서 일만 하던 직원들이 숨

우만 하더라도 하버드 케네디 스쿨(HKS, Harvard John F. Kennedy School), 컬

겨왔던 끼를 보여주며, 평소와는 180도 다른 사무실 분위기를 연출

럼비아 대학교(Columbia

했다.

de Paris; Sciences Po, 그랑제꼴 중 한 곳으로 흔히‘시앙스포’
라고 불림),

뿐만 아니라 OECD 직원 모임인 ARORA에서 매년 개최하는 서머 파
티(Summer Party)에도 참석하여 사무국 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
었고, OECD의 젊은 직원들의 모임인 OECD 스니커즈(Sneakers)의 월
2회 정기 모임 참석과 파리에 주재한 주니어(Junior) 외교관, 국제공무원
모임을 통해 한국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며 나누었던
대화들은 지금 가장 큰 자산으로 남았다.

(Waseda University)

University),

파리정치대학(IEP, Institut

d’
études Politiqu es

와세다 대학

출신의 인턴들이 근무했다. 이렇듯 인턴 과정에서부터

쉽지 않은 경쟁을 통해 컨설턴트 계약을 얻어야 하며, 정규직이 될 때
까지 끊임없이 도전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엔 더 높은 보수
와 더 좋은 대우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 DAF에서 일하
는 비정규직 직원들만 하더라도 투자은행과 컨설팅에서 일할 때 받는
연봉보다 훨씬 적은 연봉을 받는다.
두 번째로, 개인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여성의
경우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스
스로가 국제결혼에 개방적이고, 본인이 다문화에 잘 적응한다고 판
단하지만 유년 시절을 외국에서 보내지 않는 한 문화 차이의 극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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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다. 실제로 국제기구에 진출한 한국 여성들의 경우 결혼과 커

국제기구 진출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 국제관계, 정치학

리어 사이의 선택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등이 아닌 국제기구와 관련이 적을 것 같은 특정 분야의 전공이 오히
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한국의 정부 부처를 생각해보라. 행정을 관

세 번째로, 국제기구 내 한국인의 입지가 약한 만큼 어렵게 정규직 진
출에 성공해도 승진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A5가 공석이라 해도
그것은 개인능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외교적 교섭이 작용

할하는 것은 공무원이지만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에는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들보다 각 분
야를 전공한 사람이 더 많다.

하는 자리다. 한국보다 10여 년 앞서 자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
한 일본의 경우도 국제기구 내 자국민의 숫자는 증가시켰으나 대부

조금 더 실질적인 팁을 추가하자면,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우위에

분이 엔트리 레벨(Entry Level)이며 시니어 레벨(Senior Level)의 직원 수는 미

있는 분야일수록 국제기구들은 한국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추

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공무원으로서의 보수, 지위를 위해 국제기

세다. 실제로 OECD 교육국에는 한국의 교육열에 따른 한국 교육

구를 진출하려는 사람들은 국제기구로의 진로 설정을 다시 한 번 고

정책이 우수 사례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한국인 직원

려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OECD 진출 목표가 아닌 진정으로 자신

이 많고, 언어의 제약이 비교적 덜한 IT, 경제 및 통계 분야에는 일

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를 OECD를 통해 이루겠다는 확고한 비전

본, 한국, 중국계 직원들의 수가 많은 편이다. 내게‘중국’
이라는 나

이 OECD 인턴십 획득 및 정규직 진출을 위해 필요한 가장 큰 원동

만의 차별화된 셀링 포인트가 있었듯이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력이라 생각한다.

차차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를 목표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Selling Point: From-specialist to generalist

Written English Proficiency & Communication Skill

어느 조직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있어야 한
다. 어느 조직이나 지원자의 열정, 흥미를 원하기보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한다. 즉 그 조직에서 값을 들여 살만한 나만의 능
력(Selling Point)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제기구 진출에
도움이 되는 전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국제관계, 영어 등 언뜻 국제
기구에서 요할 것 같은 전공을 떠올리나 실상은 모든 전공을 통해

셀링 포인트를 주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꼭 반문하는 것이 외국어
능력이다. 외국어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외국어 능력만
으로는 번역, 통역 등 특수한 업무를 제외한 국제기구의 업무에 특별
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외국어 구사 능력은 필수지만 국제기
구에서 통용되는 언어는 미국어도 영국어도 아닌 국제 영어다. 각자
의 출신 국가에 따라 사무국 직원들 사이에서도 영어 실력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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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며, 기구가 속한 지역에 따라 미국식 영어가 우세인 경우와 영국식

유되고 있다. OECD의 경우

영어가 우세인 경우가 있다. OECD 역시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어이

인턴을 직접 채용하는 젊은

지만 유럽에 세워진 기구인 만큼 영국식 영어를 주로 사용한다. 실제

전문가 프로그램(YPP,

로 호주, 미국인들도 라이팅 스타일(Writing Style) 교정을 받는 모습을 쉽

Professional Program)이

게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턴십 활동 중 본인의 영어 실력에 주눅

국가 중앙정부 소속의 파견

이 들어 모르는 것도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적극

공무원(Secondee)으로 3년간

적인 의사 표시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업무에 있어 더 중요하다. 단

일할 수도 있다. 또한 대학

순히 외국어 능력이 아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 강조되는 이유다.

및 연구소 프로젝트를 통

그러나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문어체 영어(Written English)의 능력이 더 중

해 합류하거나, 점진적으로

요하게 평가 받기 때문에 영어는 모국어, 외국어를 막론하고 끊임없

확대되고 있는 정부의 자국

이 공부해야 한다.

민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Young

있고, 각

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국
마지막으로 제2외국어 역시 정보력이 생명인 국제기구에서 자신의 또
다른 능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를 모르는 OECD 직원
은 사무국 내 정보접근성이 프랑스어를 하는 이들보다 월등히 떨어진
다. 물론 그렇다고 제2외국어 공부에만 몰두할 필요는 없다. 본인의
시간, 나이, 능력 등을 고려해 제2외국어에 할애하는 시간을 결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쭙지않은 제2외국어보단 완벽한 영어 구사가

제기구 인턴십 획득 및 향
후 국제기구 진출의 좋은
발판이 될 것이다. 여성가족
부 국제전문여성인턴, 외교

파리 개선문 앞에서

통상부의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프로그램 및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국제금융기구(OECD를 비롯하여 IMF, World Bank 등 총

더 유리하고, 본인의 전문분야를 더 공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
7~8개의 국제금융기구 참여, 매년 10~11월 개최 예정)

때문이다.

채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

계적으로 정규직에 오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
도 결국은 본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연장선이므로, 자신의
뜨거운 열정이 최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확고한 동기
열정

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열정이다. 국제기구 진출에는
다양한 루트가 있고, 이미 상당한 정보가 인터넷 및 서적을 통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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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도

겸손이 미덕은 아니다. 맨 처음 OECD 사

준비된

무국에서 만난 한국인 컨설턴트에게 들었

사람에게

던 말이다. 겸손이 미덕이라고 배웠던 한국

따르는 법

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존재
OECD와 서울대학교 간 인턴교류협정 체결 현장

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배우는 자
세가 필요하다. 한 부서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환경이 아니라 인턴들조차 두 명이
한 사무실을 쓰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일하기 때문에 일이 주어지길
기다렸다가는 자칫 부서 내에서 고립되기 십상이다. 실제로 처음 3일
간은 혼자 점심을 먹어야 했다. OECD 적응 후 알게 된 이야기이지만,
OECD 사무국은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많아 인사이동이 잦고, DAF
자체가 워낙 규모가 커서 직원들 전원을 알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한
다. 무엇보다 각자의 업무가 바쁜 나머지 인턴에게 일을 가르치는 시
간도 아깝다고 느끼는 상사도 있다. 즉 인턴십을 통해 일을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당장 일에 투입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인
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자신이 갖춘 능력을 최대한 알려서 일을 맡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의 우수한 학벌과 실력을 자랑하는 이들이 모인 OECD에
서도 네트워킹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한국과 차이가 있다면 학연, 지
연 등으로 맺어지는 네트워킹의 범위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 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그 사람의 사
회성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사회성은 곧 그 사람의 네트워크 능
력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본인의 적성과 업무를 점검해볼 수 있
는 것이다. 한국에서조차 쉽게 마주할 수 없는 각 정부 부처의 파견
공무원들, OECD 정규 직원 및 OECD 대한민국대표부와의 만남을
통해 한국에선 얻을 수 없는 조언을 들을 수 있었고,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 등 다양한 국제기구 경력을 가진

이들과 언론, 법, 경제, 경영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향후 커
리어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온
인턴들과 경쟁하고, 어울리면서 국제사회에서 나 자신의 위치를 파악
할 수 있었다.
글로벌 경제 위기의 한파가 OECD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대외적으
로는 G20 개최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TO
등과 공동으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내부적
으로는 수많은 비정규 직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통상적으로 인
턴십 후 컨설턴트, 계약직의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OECD
커리어 루트 역시 고용 한파로 인해 많은 인턴들의 컨설턴트 계약 기
회가 줄어들었다. 이미 OECD 사무국에 인턴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한 번의 시험 과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의 채용은 운에 따라

인턴에게 주어진 특권 중 하나는 자신이 속한 조직을 체험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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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된다고까지 한다. 이런 면을 보면 단순히 인턴이 아닌 정규직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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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꿈꾸는 사람들은 운마저도 준비된 자에게 따른다는 사실을 명
심해야 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온 국제기구에서의 체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
다. 비록 6개월의 짧은 기간이었고, 인턴에 불과한 자리였지만 인생

수
김경

전반을 점검하고 배웠던 소중한 기회였다. 대부분의 사무국 직원들
은 인턴에게도 매우 정중하게 대우하며,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 자신
의 가치를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비록 자신감보단 내 능력
의 한계와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된 시간이었지만.
나는 국제기구 진출에서 느낀 한계와 부족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아쉬운 마음을 안고 귀국편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앞으로 더 발전된
실력으로 다시 한 번 도전할 것을 기약하며, 한국의 또래 및 후배들
에게 국제기구 진출의 기회를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UN 본부 인턴십 일기

나는 그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에서 서울대학교와 OECD
의 교류 협력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2010년 7월 서울대와
OECD 간 인턴교류협정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했다. 그

리고 서울대 석사생 11명을 선발해 다시 한 번 OECD를 방문했으며,
지금까지 서울대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OECD 진출에 대한 도움
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스스로 비전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 계획
이다.

“내년을 내다보면 수단과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수많은 분쟁 지역이 염려됩니다.
아
그러나 좋은 소식은‘유엔은 그곳에 항상 희망의 등대로 있다’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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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문 사무총장 (2010.12.15, 송년 만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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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김경
유엔본부(UNHQ) 군축국 인턴

관심 밖의

국제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 1년이 지나

조직,

도록, 나는 UN에 대해 그다지 아는 바가

UN

없었다. 정확히는 관심이 없었다. 석사과정
중 UN과 관련된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

현재 유엔과 국제활동 정보센터(ICUNIA)장

정되어 있어 본의 아니게 수강했고,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았지만 그냥 거기까지였다.
국가 권력이 세계 질서를 결정하는 주요 요
E-mail. bepeace@hanmail.net

소라고 생각했던(지금도 그 생각이 그리 많이 변하진 않았다) 나에게
국제기구는 그렇게 관심 밖의 조직이었다.
UN 인턴십에 지원하게 된 동기도 거창하지 않았다. 스터디 그룹에 있
었던 대학원 친구들이 방학 중 국제기구 또는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등지에서의 인턴십을 계획하고 있어서, 나도 뭔

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그렇게 방학
을 무료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 지원했던, 짧은 인턴십 생활은 내 사고
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UN 활동을 결
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때 이야기를 당시 기록했던 일기를 보며 나누고자 한다. 한정된 지
면으로 인턴십, UN 활동 모두를 아우르기에는 여의치 않아 인턴십
경험을 주로 다루고 이후의 UN 활동은 간략히 소개하는 선에서 마
무리하고자 한다. 물론 이 글을 통해 소개하는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나 방법이 UN이나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수많은 방향 중 하나
일 뿐 유일한 길은 아니다. 직간접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UN에 진
출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고 그 의도나 목적도 다양하기 때
문에 내 경험이나 방법도‘그중 한 가지’
일 뿐이다. 이러한 내 경험이
192

193

단순히 나만의 좋은 추억으로 사라져 버리기보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에게 좋은 참고가 된다면 그것으로 내 글의 임무는 충분히 달성된다
고 생각한다.

선발

내가 UN 인턴십을 지원한 2002년 당시에

통지서를

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

받기까지

닌, 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한 문서를 우편
으로 송부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지원 시 요구되는 요소는 대동소

정찰 중 발견한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예쁜 미소

이(大同小異)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와 지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일인들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고 한다. 그리고 동

조금만 검색해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UN만의 특성을

양인들은 언어(영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단 생각한단다. 그 외에도 선발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국 학생들이 뽑히고
있으니 다행이다.

일기 #1
여기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선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

UN 본부 인턴십을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나서 처음 부딪힌 난관은

었다. 접수된 신청서는 먼저 지원부서에 보내진다고 한다. 각 부서에서 필요

영문 자기소개서(CL, Cover Letter)와 영문 이력서(CV, Curriculum Vitae)를 작성

한 인원을 선발할 때, 부서마다 그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먼저 제공된 에세

하는 것이었다. 나는 당시‘UN은 일반 회사의 입사지원서와는 다른

이를 검토해 자신의 부서에 관심이 있는지 또는 그 부서에 맞는 경험이나 학

것이 있지 않을까’
라고 고민했다.

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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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미있는 것은 부서에 따라 국가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먼저 인턴을 했

인턴십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기에 상사(Supervisor)가 내 후임 인턴을 선

던 사람들의 업무 수행 자세가 의외의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I, F국에서 오

발하는 것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받은 충격이 지금도 생생하다.

는 인턴들은 일을 잘하면 기적(?)이라고까지 얘기하고, 북구인들과 특히 독

인턴 두 명을 선발하는데 상사의 책상에 수북이 쌓여 있던 세계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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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들이 보낸 지원서와 이력서의 양에 처음 놀랐고, 슬쩍 들춰본 지원

Operations)과

군축사무국(Department for Disarmament Affairs)에 지원서를 제출했

자들의 경력 때문에 두 번째 놀랐다. 그때부터‘내가 어떻게 뽑혔을까,

다. 자기소개서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평화유지와

나를 둘러싼 어떤 음모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군축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강조하였고, 이러한 국가의 대학
원생으로서 UN의 군축 업무나 평화유지 활동을 반드시 알아야 한

비공식이긴 하지만 당시 인턴 선발 주무부서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일 년에 약 만 명 정도가 지원한다고 한다. UN 인턴십은 일 년에 3회
실시하고 한 번에 약 100여 명을 선발한다. 그렇다고 주눅들 필요는

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1월 15일(인턴 선발 후 업무가 시작하는 날) 오리엔테이션
에 UN 본부 로비에서 보자는 당찬 끝인사로 마무리했다. 그리고 어
느 날 집으로 도착한 선발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전혀 없다. 일단 인턴은 정규 전문직, 필드(Field)직, 또는 일반 사무직의
선발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인턴십은 실제로 세계 각국의 대학
원생들에게 UN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UN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일종의 홍보 성격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무
급이기 때문에 UN 측에서도 고급 인력을 부담 없이 채용할 수 있다

인턴십

일기 #2 (오리엔테이션)

는 장점이 있다.

다이어리

10시부터 인턴십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책

즉 직원을 선발할 때와 같은 엄격한 사전 서류전형과 인터뷰, 추천서
검토와 같은 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한 채 진행된다. 그렇다고 아
무런 기준도 변별력도 없이 무작위로 뽑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인턴십

임자인 몰러와 부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UN
에 대한 개요, 주의사항, 앞으로의 계획, 필요한
사항에 대해 브리핑하였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전 세계에서

은 기간이 짧아 그 활용도가 낮긴 하지만 인턴십 지원자가 지원한 부

온 대학원생들이었는데 약 110명 정도 되는 것

서에서는 필요로 하는 경력과 학력을 가진 인원을 1차 선발한다.

같았다. 그중 한국인은 6명. 그래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았다. 사실 아시아 국가라고 해봐야 한국, 중국, 일본 밖에 없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지원서는 약 250자 내외로 작성하게 되어

대부분 유럽과 미국에서 온 학생들이었다.

있다. 250자 내외면 세 단락 정도다. 언젠가 일반 기업체 인사실무자

여러 시설들을 견학하면서 다양한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가

가 쓴 글을 보니 자기소개서는 2초 안에 검토자의 관심을 끌어야 한

지고 있는 꿈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구상, 또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

다고 한다. UN도 마찬가지다. 자신과 주변의 상황을 지원하는 부서

을 들었을 때 혹시 준비해온 멘트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좋은

의 성격과 밀접하게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

도전이 될 것 같았다. 여기 오기 전에 각 기구에서 먼저 인턴십을 경험한 친구
들도 많았고, 처음인데도 자국에서 필요한 훈련을 받은 친구들이 많았다.

나는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유엔평화유지국(DPKO, Department of Peacekee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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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후, DPKO에서 P-3로 근무하는 한국 직원분과 커피 한 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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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분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의 위

서 찾아 숙지하는 일이었다.

상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부족, 한국인들이 국

한국인 직원들은 낮 12시 15분에 1층 로비에 있는 신문 가판대에 모여 함께

제기구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의 부족을 걱정하셨다. 다른 나라는 여러 수

식사하러 간다. 사실 UN이라는 곳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모

단을 통해 자국민의 참여를 늘리고, 평화유지 활동으로 UN 시스템뿐 아니

여 일하지만 식사 시간에는 같은 나라 사람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

라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다. 식당에 가면 영어를 듣기 힘든 이유도 그중 하나이다.

있는 것인가. 이곳 한국 직원들이 어렵게 획득한 기회들을 한국 정부 내 의

UN이라는 곳은 늘 평화로워 보이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자국민의 자리를

사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확보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다. 예를 들어 프

볼 일이다(현재는 우리나라도 긍정적인 노력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랑스에서는 UN 사무국 내 공석 예정인 자리를 확인하여 그 자리에 자격이

현재 본부 내 한국인 직원은 20여 명이라고 한다. 개발도상국이나 B, P국

되는 프랑스인을 내부적으로 추천해 자국민을 진출시키는 업무를 전담하는

같은 나라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직원을 진출시키고 있고, 더 많은 영

직원이 따로 있을 정도라니 대단하지 않은가?

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분발해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국의 이익에 따라

오늘부터 시작한 평화유지 활동 특별회의에 참관하면서 카메룬에서 온 인턴

서 평화유지군의 구성원과 성격이 바뀌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해당국의 운명

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금은 덴마크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결혼할

까지도……. 만약 현재 일부 논의되고 있는 통일 후 우리나라에 평화유지군

사람도 덴마크인이지만 모국에 대한 애정은 대단했다. 고통 받는 자국민을

이 배치가 된다면? 그 이해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도 바뀔 수 있다는 말이다.

위해서 카메룬에 돌아가면 배운 것을 잘 활용하고 싶다고 한다.

일기 #3 (첫 출근)

UN 본부 인턴은 기본적으로 석사 재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

간단한 부서 설명 후에 각자 자신의 담당부서에 배치되었다. 직원들이 아주

100여 명이 넘는 인턴들은 그 국가 수만큼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

친절히 맞아주었지만 인턴들을 위한 준비는 따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었다. 일반적인 대학원생도 있었지만 변호사를 하다가 왔거나, MBA

일단 자리가 마땅히 없는 경우가 많았고, 특별히 인턴을 위한 일을 준비해

과정을 마치고 온 친구도 있었고 다른 방법으로 인턴십을 하고 있는

놓는 경우도 없는 것 같았다. 물론 일이라는 것은 하다가 생기는 경우가 대

친구도 있었다. 뉴욕 소재 대학의 경우 UN과 일종의 양해각서(MOU,

부분이지만(후에 안 일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하는 인
턴들도 있었다).
나는 미국인 휘트니와 같이 재래식무기 부서(Conventional Arms Branch)에 배치되
었다. 개략적으로 핵, 화생방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억제를 제외한 부분(재래전 무기, 지뢰 등의 억제, 불법 밀거래 방지 등)을 담당하는 부
서였고, 책상과 컴퓨터, 프린터, 그리고 이메일 계정이 주어졌다. 내가 어제, 오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맺어서 방학마다 일정 인원을 UN 본부

사무국 및 산하기관에 인턴을 경험하게 하고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
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한다. UN 본부는 학부생을 인턴으로 선발하
지는 않지만 UN 산하기구 중 일부는 필요에 따라 학부생을 선발하
기도 한다.

늘 한 일은 일단 부서 업무 성격을 파악하고, 관련된 문서들을 인트라넷에

인턴들 간에는 같은 상황에 있다는 생각 때문에 동료의식을 갖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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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다. 이렇게 다져진 유대 관계는 나중에 좋은 기회로 돌아오기도
한다.

일기 #4 (휴일엔 뭐하지?)
인턴들끼리 조직한 모임에서 구겐하임 미술관 (The
Museum)

Solomon R. Guggenheim

투어를 했다. 오스트리아, 대만, 덴마크에서 온 인턴들이 나왔고, 북

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참여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님이 재일교포 3세쯤 되는 분들이고 조총
련에 소속되어 있어서 아직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긴 해도 곧 일본 국적으로
바뀐다고 한다. 북한도 몇 번 다녀왔다고 해서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

2005년 10월 파키스탄 지진 발생 후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으로 파견 나와 구호활동 전반에
대한 브리핑 중

었다. 너무 무관심한 북한 정부의 조치, 기아에 허덕이는 그들의 모습, 희망
없이 사는 북한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보고 왔다고 하는데, 국적 문제로

역에서 지진이 발생해 7만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나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도 아직 장애가 많다고 한다.

는 구호팀의 일원으로 참여해 지진 진앙지 근처에 배치를 받았다. 급
조한 텐트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맞은편에 낯이 많이 익은 친구가

휴일에는 인턴 모임(일종의 학생회 같은 조직)에서 투어를 조직해 뉴욕에 있
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주로 다니거나, 1박 2일로 여행을 다니기도
한다. 당시엔 잘 몰랐지만 같이 인턴십 생활을 한 친구들끼리 좋은
네트워크를 지속해 뜻밖의 기회를 얻기도 한다. 인턴으로 온 친구들
은 나처럼 인턴십을 처음 경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양한 인턴
십 및 자원봉사 활동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당연히 관심분야가 같은
친구들끼리는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다. 지역도 유럽, 북미, 남미, 아
프리카 등 다양해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를 얻기도 한다.
나는 UN 인턴십 후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UN 옵서버(Observer)로 활동
했다. 파견 기간 중 파키스탄과 인도 국경에 있는 카슈미르(Kashmir)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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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서로 이전에 근무했던 족보를 따져보니 나와 같은 시기에 UN
인턴십을 했던 친구였다. 뉴욕에서 만났던 친구를 아프가니스탄 국
경 근처에서 밥을 먹다가 만나다니! 이 친구의 경우도 함께 인턴십을
했던 친구의 추천으로 바로 유엔난민기구(UNHC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었고, 몇 년 후 정직원

이 되어 그곳에 파견을 오게 된 것이다. 재미있었던 것은 결혼을 약속
한 여자친구가 차로 약 한 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오사마 빈 라덴이 사망
한, 아보타바드란 마을)에

있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직원으

로 파견되어 있어 주말만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모습이 기억이 난다.
덧붙여 대부분의 인턴들이 한창 젊은 나이의 친구들이다 보니 애정관
계에 관심을 쏟기도 한다. 대만에서 온 케씨 집안 아들과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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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온 줄씨 집안 여인. 아르헨티나에서 온 막씨 집안 아들과 덴마크

있다.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계속 문제를 일으켜 이젠 담당자에게 부탁하

에서 온 마씨 집안 규수 등. 그중 오스트리아 여학생과 대만 남학생

기도 미안하다. 벌써 컴퓨터 세 대, 프린터 토너 두 개를 잡아먹었으니까. 약

이 구겐하임 미술관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했더니 인턴십을

간 모자란 듯이 웃는 모습이 귀여운 미국인‘라바다’
는 한 번도 싫은 기색

마치고 약 1년 후 파워포인트로 만든 청첩장을 보내왔다. 오스트리아
와 대만에서 각각 한 번씩 결혼식을 두 번 했는데, 내게 결혼식에 와
서 머물 수 있을 만큼 있다 가라고 했지만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던
게 못내 아쉽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가끔 메일을 통해 가벼
운 안부와 함께 UN 관련 기구 진출에 대한 정보를 받기도 한다.

을 내지 않는다.
여기 직원들 중엔 관료적이고,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도 분명 있지만 대부분
열심히 일한다. 한 달 정도 있으니 우리 부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파악된다.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늦게까지 있는 캐나다인‘펠러’
, 언제나 인상 쓰고 다
니지만 대화할 때는 인자한 전직 게릴라 출신 모잠비크인‘호와나’
, 걷는 것
, 언제나
도 힘들어 보이는 호와나의 비서, 내 치프(Chief) 파키스탄인‘카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는 일본인‘다나카’
,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모잠비크인‘마퐁가’
, 정확히 아침 9시에 칼출근해서 오후 5시에 칼퇴근하는

일기 #5 (관료주의)

프랑스인‘니콜’
. 인턴들만 보면 장난을 못 쳐서 안달인 전직 나토군(NATO軍)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일다운 일을 한 것 같다. 전날에 일어난 일(뉴스, 안전

파일럿 출신 벨기에인‘데이빗’
. 무엇이든 물어보면 진지하게 답해주거나 안

보장이사회,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등에서 결의된 사항, 사무총장의 훈시 등)

물어본 것도 좀 지루하게 끝까지 대답해주는 독일인‘한네롤’
, 시간날 때마

을 요약·정리하는 것인데 인트라넷을 잘 활용해서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다 커피 사주는 한국인‘정담 선생님’
. 그리고 우리 부서 대장(Under Secretary

있었다.

General)이자

마음씨 좋은 스리랑카 아저씨‘다나팔라’
.

내일은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환경과 인권에 관한 회의를 시작한다. 거의 매일
여러 가지의 회의를 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비효율적인 회의도 꽤 되는
것 같다’
는 느낌이 들었다. 하긴 모든 일이 바로 실적이 나오고, 실행이 잘된

이중 눈에 띄는 사람은 캐나다인 펠러다. UN에 진출하는 방법은 국

다면 협의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할 것이다. 어쨌든 내가 그 절차를 잘 알지

제기구 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와 젊은 전문가 프로그램

못해서 드는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조금 탁상공론이라는 느낌이 드는 건 어

(YPP, Young Professional Program)

쩔 수 없다. UN이란 곳이 국제사회와 질서유지에 기여한 공로는 많지만 그
래도 주인 없는 정부라 불리는 곳이 아닌가.

등이 있는데, 펠러는 인턴으로 UN에 와서

정직원으로 선발된 경우다. UN 본부에서 인턴 생활을 할 때는 펠
러와 같은 경우가 드물다고 생각했는데 파키스탄, 아프리카 등지에서
UN 활동을 해보니 그리 특이한 케이스도 아니었다. 예를 들면 현지

일기 #6 (다양한 만남)
3월 중순에 개최되는 회의 준비로 조금씩 바빠지고 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로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종일 매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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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직원을 선발할 경우 공개적으로 공고하지만 이미 같이 근무하고
있었던 유엔봉사단(UNV, United Nation Volunteer) 인원 중 최종 한 명을 선발
하는 경우를 봤다. 이러한 케이스를 꼭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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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을 것 같다. 일단 필드에서 새로운 직원을 뽑을 경우 선발의 주

했던 때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체가 되는 부서 업무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여러

것이다.

모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직책에 따라 어떤 유명 대학에서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 필요한 직위도 있고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바
로 실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UN 진출을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UN 진출
은 결코 고시가 아니다. 물론 학위가 필요하긴 하지만 경력을 더 우대

꿈의

두 달밖에 되지 않았던 짧은 인턴십이었

하는 자리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필드라는 것은 아프리카의

다른 정의를

지만 그 기간은 나의 향후 생각과 진로에

거친 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공 분야에서의 경력, 그에 맞는

보다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조금은 다른

직책수행능력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이후 그 꿈을 좇아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UN의 일원으로

아프리카 수단에서 바로 위와 같은 이유로 내가 알고 있었던 분이

근무했다. 그곳에서 나는‘꿈’
의 다른 정

UNV로 활동하다가 P-2로 선발되었다. 아프리카 수단 미션에는 많

의도 보게 되었다. 일전 어느 책에 담았던

은 UNV가 있었고 대부분이 1~2년 계약으로 일한 후 정규직으로 진

나의 꿈에 대한 글 중 일부이다.

출을 희망하고 있었다. 물론 그중에 소수만이 정규직으로 진출을 하
지만 어찌 보면 그 선발 인원도 적고 정기적으로 기회가 온다는 보장
도 없는 JPO보다 이러한 방식이 가망성은 훨씬 높아 보였다. 실제로
나와 같은 팀사이트에서 일했던 한국계 미국인도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수단에 UNV로 지원해 선거법 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로의 진출이었다.
펠러의 경우나 내가 직접 보았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공통점
은 처음엔 막연했지만 인턴이든 UNV이든 한 번 UN이란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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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우리에게“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이 무엇이
되는 것 또는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대통령이 되는 것’
‘좋은
,
대학을 가는 것’등 다양한 꿈을 키워왔
지만 내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을‘꿈’
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
다는 것을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할지도 모른다.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최소한의
,
영양공급을 하여 실명 위기에서 벗
어나는 것’
‘상처를
,
제때 치료받아 다리를 잘라내지 않아도 되는 것’
‘집으로
,
돌아오는 길에 성폭행을 당하지 않는 것’
‘학교에
,
다니는 것’
이라고 말이다.

발을 들여놓으면 다양한 길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 길을 나의 길로

UN 본부 인턴을 하고 있었을 당시 관심이 있었던 평화유지사무국에 일을

만들 수 있느냐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예 보이지 않아 막막

핑계 삼아 자주 찾아갔는데 그곳에 근무하던 한 한국인 직원의 조언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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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은 UN을 이해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나는 다행히 지금까지 꿈꿔온 것들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었다. 새

“보수도 만족스럽고 여건도 좋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일을 하

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새천년을 맞이하

면 할수록 내가 입안하는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보다

던 당시, 모 방송국에선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Islamabad)에서 중국

넓은 차원에서 세계평화에 일조한다는 기쁨을 갖게 돼요.”
그때 머리에 떠오른 것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기쁨과 평화를 주는 데 기여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물론 나 개인의 기쁨
과 행복을 배제할 순 없겠지만,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에
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의 카슈가르(Kashgar)에 이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카라코람
하이웨이(KKH, Karakoram Highway)를 자전거로 종주하는 프로그램을 방영
했다. 이유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는 언젠
가 그곳에 꼭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로부터 5년 후 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바로 그 길
위를 UN 깃발을 단 차량을 타고 달릴 수 있었다. 도로 정

파키스탄 곳곳을 계절과 환경에 관계없이 UN 정찰차를 타고 정찰한다

찰이었다. 나는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효율적인 구호 활동
을 위해 현장에 설립된 유엔인도지원조정국(OCHA,
Coordination for Humanitarian Affairs)의

Office of

긴급지원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당시 <BBC>나 <CNN> 등은 카슈미르 UN 구호 활동의
비효율성을 비난했다. 그러나 지진 피해자들은 UN의 구호
활동 덕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추위를 피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으며 하루하루 귀중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또한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었고 희망을 다시
찾아 미소 지을 수 있었다. 내가 본 UN 산하 각종 국제기
구의 직원들은 한 마을이라도 구호품을 더 많이 전달하기
위해 매일 4~5번의 회의를 하고 부족한 잠을 청했다.
이후 여러 가지 책과 TV를 통해 접했던 아프리카 상황을
보며 그곳의 현실을 직접 보고 싶었다. 약 2년 후 나는 아
프리카 수단에서 종족 간 학살 또는 기아로 사망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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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기 위해 나일강(Nile River) 지류를 따라 UN 깃발을 단 선박을

UN 가입국은 불과 56개국. 산술적으로 당시 UN 가입국의 70퍼센트

타고 정찰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수단은 종족 간 그리고 남북

가 넘는 나라들이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다. 조그만 것

간 분쟁으로 약 200만 명이 학살된 곳이기도 했다. 아프리카는 아시

하나도 아쉬웠던 당시 우리나라의 입장을 고려할 때 도움을 주었던

아와는 풍토나 기후 등이 많이 다르지만, 이전에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나라들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다. 참전

의 UN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군 병사들 대부분에게 극동의 신생국 코리아는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이역만리(異域萬里) 타국이었다. 대한민국은 전후 구호 활동을 통해 경
제적·정치적 안정을 이룩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내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정말

아프리카 수단 남부 지역에 배치를 받아 샤워할 때의 일이다. 내가 사

꿈의

로 원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

용한 샤워용 물을 받아 식수로 쓰기 위해 배수로에 물통을 들고 기

전환점

이유는 아마도 자신도 모르게 계속 관심

다리던 아이들의 눈빛과 그때 받았던 느낌은 지금도 생생하다(마을을 따

을 갖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게 되기

라 흐르는 강물보다 내 샤워물이 훨씬 깨끗했다).

때문일 것이다. 진부한 이야기일지 모르겠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을 때였다. 내가 팀원들에게

지만 미래는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 더

“Shall we go?”
라고 하자, 결국 자신의 순서까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욱이 자신이 꾸고 있는 그 꿈이 다른 사람

알고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여자들의 품엔 병든 아이가

을 꿈꾸게 만든다면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

또한 의료 지원을 나갔다가 정해진

울고 있었다. 우리가 도움을 주는 이 아이들 중에 훗날 제2의 아인슈
타인 또는 제2의 마더 테레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때때로 우리가 왜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도움을 주어야 할 필
요가 있냐고 반문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 불과 60여 년 전에

물론 내가 꿈꾸는 것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되

우리나라에서 발발했던 6·25전쟁을 예로 들어보자. 6·25전쟁 당시

지 않는 경우를 내 주위에서 많이 봐왔고, 나 역시 그 꿈을 지금 당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라고 하면 주로 미국을 떠올린다. 물론 미국

장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품고 있는 꿈은 마음의 고

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은

향 같은 것이다. 시간이 지나 먼 훗날, 아주 먼 훗날 내가 내 삶이 아

훨씬 많다. 6·25전쟁 당시 전투병 파병국가가 미국 외 15개국, 의료

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가 쉴 수 있다. 인턴

지원단 파견이 인도 외 4개국 그리고 기타 군수지원 국가가 쿠바 외

십은 나에게 그런 꿈을 갖게 해준 전환점이었다.

18개국에 이르렀다. 합하여 무려 40여 개국이다. 6·25전쟁 개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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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UN만의 특별한 경우는 아닐 것이다.
그럼 그 조직을 이루는 개인을 보자.
UN도 사람이 모여 있는 조직이다 보니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일은 여기에도
있다. 내가 느낀 것은 관료적인 부분인데 아프리카 수단에서 메모한 내용으
로 소개한다.

우리는 한반도란 공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음식, 언어, 문화, 환경 등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장면에 함께 공감하며 개그 프
로그램에서 나오는 대사에 같이 웃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기구에서
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근무하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된

국제기구라는 곳도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지속되는

다. 내가 있는 사무실에는 나를 포함하여 다섯 명이 일하고 있다. 한국, 노

하나의 사회다. 즉 인간이 사는 사회 또는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르웨이, 잠비아, 에콰도르, 예멘인들이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중동

일어나는 공간이란 얘기다. 조직은 구성원 개개인의 관심과 능력과는 다른

에서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짧게는 20여 년, 길게는 40여 년을 살

요소에 의해서 움직이고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아온 사람들이 이곳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

먼저 UN이란 조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일반 기업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
를 예로 들어보자. <현대자동차>는 새로운 성능·디자인·시장·대상 등을 연
구하고 상품화 및 판매를 통해 이윤 창출이라는 한 가지 목표에 사운을 건
다. 또한 국내외에 그들의 이윤, 심지어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경쟁자들이
있다. 시장의 논리와 경쟁을 통해 조직은 자의든 타의든 효율적으로 변하고
쉴 새 없이 새로움을 추구한다.

는 것이다. 이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자국 또는 타국에서 받았고 업
무 능력에 있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다. 이는 UN이 이들을 선발하고 이후 평가하는 과정 중에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 방식도 나를 포함한 한국인들과 같을 수는 없
는 것이다. 당연히 업무 방식과 업무 추진상의 우선순위에서 나와는 다른 생
각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수십 년을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UN에서 공통으로

그렇다면 UN은 어떠한가. UN은 어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
직이 아니다. UN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문장이‘We the
peoples’
다. 즉 이윤이 아닌 인간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조직은

아프리카 수단에 정찰팀이 도착하자 반겨주는 아이들

어떤 규정과 방침, 조직 간의 내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이는
조직의 변화와 효율성, 그리고 융통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UN 본부 인턴이었을 때 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 미션에 대
한 의료품 조달을 담당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자주 있었다. 그분
은 백신을 구매 및 조달하여 각 미션에 보내는 일을 했는데, 어느 한 UN 산
하기구를 통하면 전화 몇 번과 간소한 페이퍼 워크로 간단히 보낼 수 있다
고 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제약 회사와 연결해 조금 복잡한 과정과 페이퍼
워크를 거치면 그 UN 기구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
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비싸게 구매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그분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왜냐면 그분이 하는 일은 규정과 방침에 충실하
기만 하면 전혀 하자가 없는 업무였기 때문이다. 즉 효율적이지 않아도 목적
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것이다. 사실 그러한 일들은 한국의 조직 사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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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양식을 사용하면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상이함으로 인해 관료주의를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과 결합되면 팀워크를 크게 해칠 수도 있
다.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다름’
은 결코‘열
등’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준
김형

어찌 보면 우리가 이 글에 제목을 붙인 관료주의도 편견일 수도 있다. 왜냐면
나한테 관료주의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들 입에서“It’
s UN”
이란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는 긍정적으로도 사용되고, 부정적으로도 사용된다. 긍정적
으로는 UN의 목적과 합치되어 일이 진행되어가거나 보람을 느꼈을 때 사용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절차상의 이유로 늦어지거나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때
를 가리켜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UN의
비효율성을 염두에 둔 UN 개혁이란 과제가 국제사회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
고, 그것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추진력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UN의 이러한 약점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UN이란 곳
은 다양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다. 그곳에는 세계

UNHCR,

난민을 말하다!

평화와 안녕을 지향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의 직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도 많다. 또한 TV에서 보듯이 굶주린 난민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푸
는 사람도 있고, 승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도 있다. 내가 지금 앉
아 있는 이 사무실의 모두가 하루 종일 세계 평화나 아프리카 기아 퇴치에
전력투구하지만은 않는다. 계획(Planning)을 담당하는 사람은 내일 누구를
어디에 정찰을 보내고 누구를 근무조로 투입할 것인가로 머릿속이 꽉 차있
다. 인사(Personnel)를 담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휴가를 적절히 배분해서
인원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할까 하는 고민으로 하루를 보낸다.

“새로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아닌,

어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들이 모자이크처럼 연결되어 어느

모험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순간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다 똑같은 색깔과 크기만으로 이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당신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루어져 있다면 모자이크 같은 아름다운 작품은 영원히 완성되지 못할 것이
다. UN이란 조직은 관료적인 것도 있고 비효율성도 있지만 결국 이러한 것

배운 것이 많지 않다고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마라.

들이 모여서 UN의 목표에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오히려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발상과 의욕이 충만하다면

모자이크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중요한 조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없어도 그

새로운 일에 도전할 자격이 충분하다.

만인 조각이 될 것이냐는 자신의 의지와 가치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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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감수성’
을

태국 방콕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 인턴

UN에 대한 내 관심은 대학 시절 교외활

배웠던

동으로 참여했던‘유스클립(Youth

시간들

이라
Center for Leadership Information, and Professional)’
는 단체에서 출발했다. Youth CLIP은 학

UNESCO 한국위원회(한국-호주 영어교사 국제이해교육 캠프 진행본부)
인턴

생들이 직접 국제교류 활동을 기획하고 국

현재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 재건지원팀(PRT) Field Programme Officer
활동 중

제교류 정보를 나눈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대학생 비영리조직(NPO,

E-mail. khjn31@hanmail.net

CLIP, Youth

Non-Profit Organization)

이다. 2005년 여름, 군대를 막 전역하고 Youth CLIP에 들어갔고 그
때 처음‘난민’
이란 주제를 만나게 되었다. 당시 난민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에서
Refugee Day, 6월 20일)’행사를

일하는 선배가‘세계 난민의 날(World

함께 기획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고,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서‘난민’
이라는 이슈에 눈을 떴다. 이후 꾸
준히 난민, 이주민, 인권 관련 행사를 직접 기획, 진행하면서 보낸 대
학 생활은 UN에서 일할 때 가장 필요한‘인권감수성’
을 키워준 계기
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던 2006년, 나는 교환학생 준비를 시작했다. 이왕이면 영미권 국
가에서 영어와 새로운 경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생각으로 미
국 교환학생을 지원했지만, 결과는 낙방이었다. 수개월간 준비했던
TOEFL과 학점이 초라하게 느껴졌고, 반면 외국에서 살다온 친구들
이 쉽게 교환학생이 되는 것을 보며 그들이 괜히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태국 교환학생 모집’
이라는 공고문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공고문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태국에 교환
학생으로 가?”주변 사람들은 다음 기회에 미국으로 가라고 조언했
다. 하지만 나는 태국이라는 나라의‘새로움’
에 끌려 교환학생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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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연락처들을 정리했다. 각 단체의 홈페이지

했고, 그렇게 태국과의 만남은 내 삶을 바꿔놓았다.

에 들어가서 인턴은 언제 어떻게 뽑는지, 뽑지 않는다면 자원봉사라
휴양과 불교의 나라라고 알려진 태국. 실제로는 국제기구와 NGO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주변 국가(미얀
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불안한 정치·경제적 상황과 달리 비교적 안정적

이기 때문에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를

United Nations Children’
s Fund),

Organization),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아동기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유엔인권고등판무관 (OHCHR,

리하면서 인턴 지원서에 보낼 영어 이력서(CV, Curriculum Vitae)와 지원 메일
을 준비했다. 지인에게 영어 이력서에 대해 자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경험을 녹여 넣었다.

포함해 유엔난민기구

(UNHC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금(UNICEF,

도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며 두 달을 보냈다. 또한 연락처들을 정

이력서에는‘세계 난민의 날’
을 비롯한 국제 이슈와 관련된 경험을 강

Labour

조했다. 마지막으로“나는 한국에서 태국으로 온 교환학생인데 당신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의 단체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다”
는 당찬 메시지도 함께 담았다. 이렇

등 20개가 넘는 국제기구 사무소가 있다.

게 작성한 이력서를 50군데 이상의 단체로 보내기 시작했다.

여기에 UN의 파트너이자 때로는 감시자인 국제 NGO까지 더하면 그
수는 상당하다. 이런 태국의 환경은 내 교환학생 생활에 지대한 영
향을 끼쳤다.

어느 날, 당시 방콕의 여성노동 관련 NGO에서 일하던 한국분에게
연락이 왔다.“UNHCR에 빈자리가 있다는데 지원하지 않겠어요?”
2006년 UNHCR은 탈북자 인터뷰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

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적응 중이던 내게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찾

도 한국어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나는 간단

아왔다. 휴일을 이용해 다녀왔던 캄보디아 앙코르와트(Angkor Wat)에서

한 서류전형과 인터뷰를 거쳐 UNHCR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

‘1달러’
를 외치던 아이들의 눈빛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경제적 불평

다. 50군데에 달하는 단체에 지원 메일을 보냈던 무모함이 드디어 결

등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기회의 평등은 보장되어야 마땅하

실을 맺었던 것이다. 그렇게 나는 유엔봉사단(UNV, United Nation Volunteer)이

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노동에 노출되어 교육조차 제

라는 이름으로 계약직 근무를 했고, 교환학생을 마친 6개월간 일할

대로 받지 못한 이곳 아이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수 있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던 UNHCR과의 우연한 만남

사치로 여겨지는 듯했다.

의 시작이었다.

‘교환학생을 마치고 태국에 있는 국제 NGO에서 무엇이라도 하자.’
캄보디아를 다녀와서 마음을 먹었다. 당시 학부생이었던 나는 사실
UN 인턴은 고사하고 국제 NGO 인턴도 시켜만 주면 다행이라고 생
각했다. 그날부터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방콕에 위치한 아동 노동,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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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다룬 글들은 나중에 읽어보려고 출력해서 가방에 넣어가기도
UNHCR과

UN 기구만 20개 넘게 있는 방콕, 그중에

함께한

서도 내가 일했던 UNHCR은 10층이 넘는

시간들

UNESCAP 건물 3층에 위치했다. 출근 첫

내가 일했던 동남아시아 지역 본부는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날부터 보안 서약서, 성(性)에 관한 지침 등 사

등의 국가로 유입되는 난민들을 관리·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아

인해야 할 것들이 꽤 많았다. 모든 절차가

프가니스탄부터 북한까지 다양한 국적의 난민 신청자들이 하루에도

끝나고 자리에 앉으니 컴퓨터와 사무용품을

수십 명씩 와서 인터뷰를 요청하고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긴 줄을

받을 수 있었고 본격적인 생활이 시작되었다.

서기도 했다.

했다.

첫 일주일은 직원들의 이름을 익히는 것에 집중했다. 같이 일하는 동

난민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나로서는 그곳에서 일하면서 동료 직원

료 직원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어야 한다는 내 나름의 원칙이 있

들을 통해 난민들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베트남, 미

어서 인상착의와 이름을 수첩에 한글로 적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

얀마, 스리랑카 난민들은

려고 노력했다. 먼저 다가와주길 기대하는 것은 가장 나이가 적던 나

왜 태국으로 오는지?’
‘난
,

에게 걸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민 지위를 받는 데 얼마

UNESCAP 건물 회의장에서 한 컷

나 걸리는지?’등을 말이
또한 일상 회화가 아닌 업무에 있어서 쓰이는 단어들,‘Jargon(전문용
을
어)’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한 예로 비호 요청자(Asylum Seeker)라는 단

어를‘어실럼 씩커’
라고 읽었는데‘어싸일럼 씩커’
라고 발음해야 한다
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배웠다. 당시에는 민망했던 기억들
이지만 그러면서 배웠고 익숙해졌다.
나는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집을 나섰다. 목에 ID 카드를 걸고
UNHCR 동남아시아 본부가 있는 UNESCAP 건물에 들어선다.
UN 건물에는 층마다 카트를 끌고 다니며 빵과 커피를 팔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내부 메일을 확인하고 일과를 시작
했다. 아침마다 수단, 제네바 등 각 나라의 UNHCR 사무실에서 보
낸 리포트들이 도착한다. 가끔 수단 현지 상황에 관한 UNHCR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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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난민 지위를 인
정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만
큼 시간도 많이 걸린다. 신
청한 지 2년이 지나도 지
위를 받지 못하는 난민들
도 상당수였다. 난민의 기
준에 미달되는 사람은 신
청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한
다. 나는 이 과정에서 비호
요청자들을 직접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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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고 평가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다. 한마디로 난민을 만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UNHCR의

다양성의

내가 느꼈던 UNHCR은‘다양성’그 자체였

방식에 맞추어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법에 명시된 난민 기준에 적합

집합체,

다. UN 기구에서는 국적과 커리어, 나이 또

한 사람이라고 제안하는 일이었다.

UN

한 장애가 되지 않았다. 그곳 사람들에게는
‘난민에 대한 열정과 글로벌 환경에서 근무

UNHCR 동남아시아 본부는 크게 보호부서(Protection Office), 법률부서

할 수 있는 언어, 그리고 문화 개방성’
이라

(Legal Office),

Office)로

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렇게 이들과 함께 식

나뉜다. 각 부서는 신청부터 법적 절차에 따른 정착에 이르기까지 난

사하고, 어울리며 소통했던 6개월의 시간은

민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동시에 UNHCR의 이슈를 언론에 보

나에겐 배움의 장이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과 근무를 했는지

도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는 일도 한다. 사실 우리 부서에서

당시 노트에 적어놓았던 글을 참고해 동료들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프로그램 부서(Program

Office),

대표부서(Representative

조차 내 역할은 미미해서 눈에 띌만한 변화는 만들어낼 수 없었지만,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스위스 국적의 헨리 아저씨는 건축 관련 기술자다. 태국 곳곳에 위치
한 9개 캠프의 건축 및 보수와 유지를 기획하는 업무를 맡은 그는

개인(난민)이 UNHCR에 난민

누구보다 난민 캠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이기도 하다. 마

신청을 하면 등록과 더불어 인터뷰를 통해 정착을 원하는 국가로 갈

흔이 훌쩍 넘은 나이임에도 항상 청바지를 즐겨 입고 배낭을 메고 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담당했다. 쉽게 말하면 난민과 국가의 중

니는 행동파다. UN의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계약을 바탕으로 태국

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체류 중인 난민들에 대한 법적보호

외에도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본인이 가진 기술을 가치 있게 쓰고 있는

업무 또한 진행했다.

사람이다. 본부에서 출장이 가장 많은 직원이기도 하다.

분명 UNHCR에 있다고 해서 난민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분

미나코상은 일본에서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로

할된 업무가 각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업무의 공유가 공개적으로 이

선발되어 UNHCR 동남아시아 본부로 파견된 일본인이다. 우리나라

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두들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JPO의 경우 20대 후반의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이라면 미나코상은 적

위해서 일한다는 목적은 같았고 업무 외 시간을 통해 서로의 업무를

십자(Red Cross,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the Red Cross and the Red Crescent)에서

공유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쌓고 JPO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본부 내에서도

내가 속했던 보호부서(Protection

Section)는

미나코상에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기는 분위기였다. 유창한 영어와
특유의 상냥함은 30대 중반인 미나코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요즘은
JPO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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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는 아일랜드인으로 석사과정을 두 개나 마친 친구다. 옥스퍼
난민을 주제로 석사과정을, 케임브리지

UN 직원은 아니

대학(University of Cambridge)에서는 국제법(International Law)을 전공했다. 데이

지만 다년간의 경

비드 말에 의하면 난민 공부를 하니 국제법을 모르면 안 되겠단 생각

험과 언어적 탁월

에 석사학위를 두 개나 받았단다. 키가 190cm 가까이 되는 이 친구

함을 바탕으로 열

는 놀기도 잘해서 클럽에 가면 인기 만점이다. 올해 서른한 살인 그는

심히 커리어를 쌓

노르웨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UNHCR 프로젝트에 참여

아가고 있는 동료

중이다. 이번 계약을 마치면 영국으로 돌아가 남은 공부를 할 예정이

다. 이처럼 짧은 시

란다.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엄친아’
다.

간 동안 내가 보았

드 대학(University

of Oxford)에서

리를 옮겼다. 정식

던 UN은 유동성
캐시 누나는 캐나다 교포다.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니 같은 한국인이
라며 캐시 누나를 소개해주었다. 한국어보다 영어가 편했던 누나는
캐나다에서 태어나 미국에 있는 로스쿨(Law

School)을

졸업했고,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부모님의 권유로 가게 된 로스쿨에
답답함을 느껴 졸업 후 UNHCR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한다. 본인이
가진 법률적 지식으로 태국 깐차나부리(Kanchanaburi)에 위치한 UNHCR
난민 캠프 사무소에서 난민 심사를 담당했다. 최근엔 UNHCR 네팔
사무소에서 일하다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다고 한다.
키가 유난히 크던 클라라의 아버지는 프랑스, 어머니는 네덜란드 사
람이다. 그래서 때로는 프랑스인, 때로는 네덜란드인이라고 본인을 소
개했다. 영어, 불어가 능통해 본부의 아프리카 사람들 인터뷰를 도맡
았다. 유럽연합(EU, European
(Erasmus Programme)을

Union)에서

지원하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통해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석사과정을

마쳤다. 클라라는 방콕에서 2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난민지위판정(RS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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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했던 한국인 직원분, 팀장님과 함께

이 큰 조직이었다. 이를테면 박사를 마치고 들어오는 사람부터 기업에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까지 다양한 커리어를 가진 전문가들이 들어오
고 나가는 조직이었다. 언론 분야의 경력을 쌓고 기구의 홍보 담당자
가 될 수도 있고, 의사로 경력을 쌓고 UN에 들어와 백신 개발 프로
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UN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기구들이
있고 각 기구마다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UN에 들어가는 방법은
본인의 전공과 관심사에 따라 천차만별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
선 관심 있는 기구를 조사하고 어떤 채용 기회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필수다.
또한 당연한 얘기지만 UN 직원은 영어로 일한다. 업무에 따라서는
불어를 쓰기도 하지만 의사소통에는 주로 영어를 사용한다. 하루에
도 수십 통의 메일과 서류 속에서 일했던 나에게 영어는 하나의 도전
과제였다. 심지어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때도 혹
시나 놓치는 말이 없는지 긴장하고 대화에 임했다.

업무를 하다가 UNHCR 수단 사무소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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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를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서류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전은

을 통한 결과물이지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UNHCR에 있는

나의 필수 아이템이었다. 특히 평소에는 쓰지 않지만 업무 중 자주 쓰

동안 이러한 환상을 깨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UN 기구의 현실에

게 되는 단어들은 따로 적어놓고 외우곤 했다. 그리고 난민 관련 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

료들을 집에서 크게 읽으며 업무 영어에 대한 감을 키웠다. 항상 학생
의 자세로 동료들에게 배우면서 일했다. 그렇게 몇 개월 일하다 보니
난민 이슈에 관한 지식은 물론 영어 실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되었다.
또한 영어는 처음의 어색함을 지나 동료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을 때

UNHCR에서 일하는 동안 많은 한계점과 가 능성을 발견했다. 그중
UNHCR의 예를 들어 말해보고자 한다. UNHCR의 지역 사무소인 방콕은
기본적으로 태국에 유입되는 난민 지위를 판단하고 제3국으로의 망명을 돕

긴장감이 사라져 더 잘 들리고, 차근차근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두려

는 과정에 참여한다. 동시에 태국의 9개의 난민 캠프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워하는 것은 영어라기보다는 내 말을 이해 못하는 상대방의 표정이

있다. 태국에 있어서인지 이곳에 오기 전까지 말로만 들었던 이쪽 지역의 이

아닐까. 사람 간의 신뢰는 그러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자신감 있게 의

슈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현재 UNHCR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9개의

견을 말할 수 있게 해준다.

캠프에 임시 정착 중인 버마인들, 그리고 라오스 정부의 탄압을 받아 나온
소수민족 몽(Hmong)족이다. 몽족은 중국계의 소수민족인데 동남아시아 쪽으

지금 돌이켜보면 UNHCR에서 보낸 시간은 글로벌 업무 환경에서 인

로 옮겨와 태국 몽, 베트남 몽, 라오스 몽 등 각 국가에 정착해 있다. 기본적

턴 경험도 쌓고, 돈(많은 금액은 아니지만)도 벌고, 영어도 배웠던 시간들이

으로 고산족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가 닿지 않을뿐더러 자신들만의 언어

아니었나 싶다. 운이 참 좋았다. 무엇보다 내가 가진 그릇보다 더 큰

로 인해 다른 사회에 쉽게 편입되지 못해 정부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았다.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리는 이곳에 유입되는 몽족을 RSD를 거쳐서 제3국으로의 망명을 준비하게
한 뒤에 일정 수를 유럽이나 미국 같은 국가로 재정착하게 하는 시스템을 운
영했다. 이 과정에서 태국 정부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법 입국자인 몽족을 국제적 기준에 의해서 보호하고, 제3국으로 나가는
과정에 협조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본국으로의 강제송환이라든지 UNH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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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

UN을 꿈꾸는 젊은이에게 UN은 동경의

대한

대상임에 틀림없다. 한국에서는 UN 기구

환상을

가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을뿐더러 실질적

깨라!

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UN에 대한 환

의 보호 과정에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실상 UNHCR도 태국 안에 있기 때
문에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가 없다. 태국은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았
다. 이 말은 난민의 기본적인 보호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태
국은 난민 발생국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난민보호협정에 가입하면 그 많은 난
민의 유입을 감당할 수 없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

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언론과

했던 것이다.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이 말은 본국으로 들어온

인터넷에서 보이는 UN 이미지는 UN 활동

난민을 송환시켜도 국제사회의 반대 목소리는 듣겠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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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없다는 말이다. 태국 또한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권리

을 맺지 않은 태국 같은 경우는

를 국제사회에 주장할 수 있다.

말이다.

그럼에도 태국은 이제까지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인 정책으로 난민 캠프를 유
치하게 허락해주었고(물론 정말 살기 힘든 곳에 몰아넣긴 했으나) 라오족, 베트남 몽족

요즘 많은 학생들이 UN에서

도 제3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전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요즘 태국 정부

일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나

(쿠데타 이후 새로운 정부)는

국가안보의 위기를 이유로 들어 제한을 늘려가며 난

는 그 꿈을 존중한다. 그러나

민 보호에 관한 UNHCR의 입지를 좁혀가고 있다. 한 예로 얼마 전 태국 정

UN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미

부가 라오스 몽족 152명(대부분이 여성, 아이들)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시킨 일 때
문에 우리 사무소는 상당히 분주했다. RSD 과정에 있는 난민들은 기본적
으로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데 UNHCR의 역할을 무시한 것이다(사실
은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애초부터 그럴 의무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

그 일을 시

작으로 태국 국경보호대와 라오스 정부가 얼마 전 회의를 갖고 태국에 있는

디어에 보이는 그럴 듯한 모
습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한
다. UNHCR의 예를 들면 직원
의 80%가 본부가 아닌 현장에

라오스 난민의 신상 정보를 모두 넘겨서 라오스 몽족인 것이 확인되면 순차

서 일하는 시스템이다. 캠프처

적인 과정을 통해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그들만의 계약을 맺었다. 라오스

럼 척박한 현장에서 근무한다

몽족이 본국에 송환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아마 그들

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

에겐 자유가 아닌 박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태국은 국가안보적 입장을

니다. 이는 UNHCR 직원 중 상당수가 이혼 혹은 미혼이라는 통계

내세우면서 난민에 인색해지고 있다. 9개의 캠프에 있는 버마인들도 캠프 밖

자료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다른 기구들은 몇몇을 제외

에 나가서 일을 못하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 이것에 관해 UNHCR 및 국제
NGO들이 그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아직 큰 진전은 없다.

하고는 페이퍼 워크(Paper

Work)가

방콕 UN 건물 앞

주가 되는 기구들도 많다고 한다.

‘Action’위주의 UN을 그린다면 실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현
장을 다니며 일하는 역할은 국제 NGO가 더 충실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UNHCR을 좋아하고 이들이 하는 일을 존경한다.

“UN은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한다?”가끔 이런 유머를 하면서 직원들

그러나 이들에게도 한계는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UN이란 큰 조

과 웃는다. 내가 생각하는 UN은 각국의 동의를 받은, 하여 범지구

직에도 해당된다. 이런 한계를 배운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재산이

적 과제를 담당하는 기구다. 그러나 UNHCR의 예처럼 기본적으로

라고 생각한다.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주권국가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 약점도 있다. UN이라는 곳도 결국 국가 간의 집합체이다 보니 압
박할 수는 있어도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난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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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필요하다. UNHCR의 짧지만 강렬한 경험에서 뜨거운 가슴만
난민을

그렇게 UNHCR과의 만남을 통해‘난민’
이

품고

라는 이슈를 안고 한국으로 돌아와 복학

한국에

했다. 실제로 만나고, 듣고, 경험하니 난민

어떻게 보면 나는 아직 꿈을 꾸는 이상주의자인지도 모른다. 현실을

돌아오다!

은 나에게 더 이상 신문 속 소재가 아니었

바탕으로 돌아가는 세상에 이상주의자로 살아간다는 일은 쉬운 일

다. 그래서 늦게나마 정치외교학을 복수 전

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평화를 외쳐봤자 국가의 이익에 따라 돌아

공하며 학문적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뿐

가는 무서운 논리. 군비축소, 부채 탕감, 빈곤 퇴치는 선한 의지만으

만 아니라 난민 이슈와 관련하여 무언가

로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세상. 이러한 세상 앞에서 UN을 꿈꾸는

를 해보고 싶던 차에 내가 속한 Youth CLIP, 태국에 있을 때 현지

이들은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가난으로 고통 받지 않는

코디네이터로 인연을 맺은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Korea Center for United

세상,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 번의

Nations Human Rights Policy),

내지름보단 꾸준한 반걸음이 결국 승리한다. 그 꾸준함으로 우리의

(AI, Amnesty International)

그리고 내가 후원회원으로 있던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와 함께‘2007 세계 난민의 날’
을 기획

으로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열정을 현실로 바꿔나가길 소망해본다.

할 수 있었다.‘2005 세계 난민의 날’
을 처음 만난 지 2년 만에 다시
난민 이슈 알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난민 관
련 스터디에 참여하면서 난민에 관한 관심을 구체화해나갔다.
다시 UNHCR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다. 사람의 일이 계획한 대로

아프가니스탄,

원고를 마친 지 몇 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되는 것은 아니기에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있다. 그전에 내가 가슴속

또 다른

나에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회사를 그만

에 품고 있는‘유학’
이라는 꿈부터 실현시키고 싶다. 직장인으로 유학

시작

두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일하게 되었다. 갑

을 준비한다는 것을 이해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작스럽게 지인의 추천을 받아 짧지만 깊은

길이 있고, 한 꿈을 오래 꾸면 그 꿈과 닮아간다는 말처럼 도전해보

고민 끝에 새로운 곳을 향한 발걸음을 내

고자 한다.

딛게 되었다. 나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가
슴 뛰는 삶을 살고 있다.

훗날 난민과 한국 사회의 접점에서 난민 관련 이슈를 전달하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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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의 꿈이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직업
슈 프로바이더(Issue Provider)’

내가 있는 곳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국제안보지원군 (ISAF,

으로 존재할지는 아직 나도 모르지만 아마‘소셜 커뮤니케이터(Social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정도가
Communicator)’

(Bagram Air Base)다.

될 것 같다. 아직 나는 차가운 이성을 쌓는 작업

동부기지사령부인 바그람 미 공군기지

나는 한국 정부가 아프간 재건 사업을 위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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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어떤 방식으로든 내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 말이
견한 지역재건
팀(PRT,

다. 불확실과 끊임없이 싸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소 속이며, 주
정부 관료들이
한국에서 파견
된 각 분야 전
문가들에게 자
문하는 사업을
지뢰방호차 앞에서

지원하고 있다.

온실 같던 대기업 직원의 옷을 벗어 던지고, 지금도 테러로 수많은 군
인이 죽어가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오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허나,
지인의 전화를 받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학
부 시절 책으로만 접했던 국제안보의 현장,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 분
쟁으로 인해(人海)의 수많은 난민을 배출하고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기

매주 열리는 미군과의 정기회의에 한국 자문관들과 함께 참석한 모습

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다.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발을 옮겼고,
난 지금 아프가니스탄 땅에 발을 딛고 있다. 매일 마주치는 다국적
군인들과 아프간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 국가, 평화, 전쟁에 대해 생
각한다. 비록 유학 준비까지 중단하고 이곳에 왔지만 책상에서는 결
코 배울 수 없는 경험을 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나도 잘 모르겠다. 아마도 아프가니스탄
임무를 마치고 유학 준비를 계속하지 않을까 싶다. 학부 졸업 후 다
니던 회사를 그만두며 불확실 속에 내 몸을 던진 것 같았다. 그러나
이 불확실 속에서도 나름의 믿음이 있다.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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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풀뿌리부터

끊임없이 기록을 남겨라

NGO나 인권 단체에서 활동하라. 1차적으로‘인권감수성’
과 현장을 배워라.

소중한 경험은 나눠야 두 배가 된다(결국엔 나눔이 기회가 되어 돌아온다).
자신의 미디어를 통해 다수와 공유하라(블로그, 소셜 네트워킹)
자신의 경험을 긍정하라. 같은 일을 해도 사람마다 경험의 색깔이 다르다.

언어는 큰 문제가 아니다
언어는 일하면서 끊임없이 배운다(이메일, 보고서, 서류작업 등).
모르면 물어봐라. 인턴만의 특권이다.
때론 말하는 영어보단 쓰는 영어가 더욱 중요하다(일은 결국 서류 업무이기 때문).

상대방의 문화에 관심을 보여라
인사 정도는 태국 동료에겐 태국어로, 스페인 동료에겐 스페인어로 나눠라.
그들의 대표적 문화거리를 소재 삼아 이야기를 나눠라.
현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 해라.

나를 Selling하라
120% 에너지로 자신감을 드러내라.
개인 명함을 준비하라.

세상은 좁다.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른다

CV는 뿌리면 뿌릴수록 좋다.

다양한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라(그룹메일, 페이스

자신의 강점을 당당히 밝혀라(한국식 겸손을 벗어 던져라).

북, 트위터 등).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라.

나의 비전을 업데이트 하라(어디서 기회가 다가올지 모르는 일이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연락하라

생활의 균형을 찾아라

주말과 여가시간을 이용해 일을 배우고 싶은 동료에게 등산, 관광 등을

인턴십만이 외국 생활의 전부가 아니다. 회사 밖에서의 생활도 중요하다.

제안한다.

회사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찾아라(현지에서 무언가를 배우자).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하라. 한 번은 거절당해도 나중엔 꼭 초대

한국에서 누리지 못하는 여유를 즐겨라(주변 지역 여행 등).

한다.
비공식적 모임을 주최한다(점심 약속, 커피 브레이크 등).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라. 당신의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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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진

고소한 네슬레 밀크 파우더

오지에서 봉사활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여행 첫날은 자신이 뭔가를 도울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갔다가, 여행이 끝나는 마지막 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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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은 건 오히려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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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우
UNICEF India 모니터링 및 평가실 인턴

UN을

유엔아동기금 (UNICEF,

알게 된

Fund)에서의

날

한다. 졸업 후 국내의 한 비정부기구(NGO,

United Nations Children’
s

근무를 처음 품었던 날을 기억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에서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책연구실 상임연구원

일하면서 한

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방문할 일이 있었다.
약속시간까지 조금 여유가 있어 원내 도서
관을 찾았는데, 우연히 UN에 관한 책 한
E-mail. Woojin_Jung@hks07.harvard.edu

권이 눈에 띄었다. 그 책은 세계지도 위에 분포되어 있는 수많은 UN
기구들과 인턴 자리에 몰려드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 그리고 G, P, D
로 분류되는 다양한 직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이렇게 경
쟁률이 높고도 거창한 직장들 중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보니, 내 전공인 사회복지와 가장 가까운
UNICEF와 그 본부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이 1999년, 잠깐 스쳐지나
가는 한낮의 몽상이 실제로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때였다.

UNICEF India

2006년, 책상머리에서 보고서나 작성하기

인턴십에

보다는 현장에서 생생한 경험을 하고 싶었

지원하다

던 나는 UNICEF의 현지 사무소에 지원하
기로 하였다. 2년 전 나이지리아에서의 현
장 경험이 국제개발 분야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듯, 필드 경험만큼 짧
은 시간에 개발도상국의 현실을 함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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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국제개발

엄밀히 말하면 인도 UNICEF는 내 첫 현

이러한 나에게 6월부터 8월 말까지 UNICEF 인도 사무소에서 실시

입문을

장 경험이 아니었다. 2004년, 워싱턴 대학교

하는‘지식 커뮤니티’
라는 이름의 인턴십 프로그램의 기회가 주어졌다.

환영합니다!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사회복지학 대

이는 UNICEF 인도 사무소에서 지원한 사업 중 모범적인 사업들에

학원 동기 두 명을 따라 나이지리아에 있

대한 사례조사를 하기 위해 사업대상지역에 인턴을 파견하는 프로그

는 국제열대농업연구소의 인턴으로 근무한

램이다. 이 인턴십 프로그램은 정해진 지원 기간에 공개채용 형식으로

것이 처음이라면 처음이었다. 국제빈곤 문

이루어지고, 전 세계에서 약 100명 정도 선발한다. 나는 이 정보를 학

제를 공부하려면 절대빈곤이 심각한 사하

교 취업센터 공고를 통해서 알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이 처음 실시된

라 이남 아프리카로 가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차, 마침 아프리

해에 다녀온 하버드 케네디 스쿨(HKS,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카 행을 준비하던 일본, 나이지리아 친구가 있어 합류하기로 한 것이

동료에게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나중에 인도에 도착해

었다.

서 알게 된 것이지만 100명 중 50명은 지역적 지식과 언어적 요구 때
문에 인도인이 선발되었고, 나머지 50명 중에서도 반은 유럽에서 온
친구들, 나머지 반 정도가 미국 등 북아메리카에서 온 친구들로 선발
되었다. 나를 제외한 한국인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역시 미네소타 대
학(University of Minnesota) 박사과정 중이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바로
지원해서 온 친구는 없었고, 때문에 선발과정이 한국에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고 느꼈다.

‘국제개발’
이라는 뭔가 있어 보이는 분야에 이론이 아닌 실제 첫발을
내디딘 날, 나를 반겨준 것은 정전이었다. 아는 이 한 명 없는 게스트
하우스, 푹푹 찌는 여름밤의 습기 속에 정전이 찾아왔다. 밤이 그렇
게 모든 것을 까맣게 뒤덮는 것인지, 빛이 없는 어둠의 공포가 그렇게
큰 것인지 예전에는 몰랐다. 시차 때문에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화장
실과 물을 찾으며 어둠 속을 헤맨 그 밤은 내가 평생 당연히 여겨온
것을 박탈하는, 일종의 환영식이었다.

나는 인도 사무소에서 지급되는 소정의 생활비 및 활동비를 비롯해,
여성과 공공정책 프로그램(Women and Public Policy Program)의 젠더(Gender)를
주제로 한 인턴십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에 지원하여 $5,000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돈으로 비행기 티켓비와 석 달간 생활비를 충분히 충
당할 수 있었다. 참고로 내가 있었던 인도의‘비하르(Bihar)’지역은 물
가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로 전체 생활비가 $300(약 30만 원)가 채
들지 않았다.

2006년 여름, 인도 UNICEF 인턴으로서의 첫날. 이미 나이지리아에서
의 경험으로 웬만한 어려움에 무장되어 있다고 자신했지만, 아프리카
와는 또 다른 차원의 더위가 숨통을 조였다. 마치 출구 없는 사우나
에 들어간 것처럼, 땡볕은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땀은 쉼 없이 흘러
내리며 나를 무장해제 시켰다. 그리고 찾아온 것은 외부와의 고립이
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인터넷, 휴대폰 없는 외출은 상상할
수 없던 세계와 단절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면 당연했던 일상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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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도 작별을 해야 했다. 전기 대신 램프를, 도시가스 대신 장작을,
수도꼭지 대신 우물물을 길어와야 했다.
나이지리아의 라고스(Lagos)든 인도의 파트나(Patna)든 베트남의 하노이
(Hanoi)든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든

개발도상국에서는

공해와 소음으로 자욱한 도로를 볼 수 있고, 기름 냄새를 어렵지 않
게 맡을 수 있다. 사방에서 인력거, 소와 말, 당나귀, 버팔로, 오토바
이 등이 뒤엉켜 질주하고, 그들의 소리는 일제히 귓가에 맴돈다. 매일
교통사고를 목격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 없는 곳에서 나는 장마철 구
정물이 범람하는 도로의‘후룸라이드’인력거의 손님이 되기도 하였
다. 선진국의 폐차시장에서 넘어온 백미러 없는 승용차에 다른 손님 6
명과 동승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적소리와 하이빔은 신
아이들은 나를 할리우드 스타 보듯 바라본다

경질적인 운전습관의 산물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인 것이다.
흔들리는 별을 보러 옥상에 오르기도 했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이런 모든 것들도 익숙해지면 좋다. 가는 곳마다
젊고 하얀 피부의 여성인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특히 나이지리아
시골의 어느 초등학교로 조사를 갔을 땐 전교생이 마치 내가 할리우
드 스타인 것처럼 악수를 청하며 난리가 나기도 했다. 정보나 문명의
공해와 단절된 시간에 사는 것처럼 해와 달로 아침과 저녁을 구분하
고, 가로등 대신 흐려지지 않는 별빛으로 주위를 밝힌다. 정전이 되면
배터리를 소진한 노트북은 전원이 나가버리고, 기약 없는 휴식 시간
이 찾아온다. 처음에는 기한을 앞둔 임무 때문에 안달했지만, 나중에
는‘무엇을, 어찌하리’
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시간을 즐길 줄 알게 되
었다. 어두운 밤이면 촛불 하나의 위력에 감탄하고, 기름 냄새 촉촉
한 랜턴(Lantern) 불빛을 바라보며 낭만에 젖기도 하거나 선선한 바람에

240

이토록 척박한 곳에서도 끈끈하게 살아온 현지인들과의 인연만큼 소
중한 것은 없을 것이다. 문명의 이기 없이 무력했던 나와는 달리, 고
된 삶에 더욱 단단해진 그들은 아기를 업고도 자기 몸무게만 한 땔
감을 이고 간다. 사회의 제도적인 시스템이 국민을 돌보지 못할 때,
스스로를 돌볼 자는 자신뿐이다. 그래서 그들 개개인은 강인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한 마을 전체가 외지인
이 안전히 머무를 수 있도록 보초를 서고 넉넉하지 않음에도 극진히
대접하는 따스한 정을 지녔다. 아프리카는 아시아나 유럽인을 이렇게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접하는데, 거꾸로 이들이 외부에서 받는 대접은
왜 경멸과 멸시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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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까닭에, 이들은 대대로 노동 착취와
미션이

나이지리아에서는 우리 인턴들끼리 자발적

주어지다

연구를 기획하여 아고아레(Ago

Are)

마을의

차별의 제물이 되어왔다. 나리 군잔은 이러한 무사르 족 등 빈곤 계
층의 교육을 돕고 있었던 것이다.

농민, 여성, 청소년, 아동들의 교육 영양 소
Delhi)에서

사례조사연구 방법론과

득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아동 양육의 책

지방으로 파견되기 전 뉴델리(New

임 등 광범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그

UNICEF에 대한 기초적인 강의, 그리고 인도의 주요개발이슈에 대한

당시에는 인턴들끼리 연구 범위를 정했던 터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인도인 두 명, 외국인 두 명이 한 조를 이뤄

라 미숙한 점이 많았던 것에 비해, 인도에서

네 팀이 만들어졌다. 우리 조의 경우 인도인은 델리 출신의 발랄한 여

의 사례조사는 연구의 범위와 초점이 분명했다. 우리가 받았던 임무

학생 디피카, 조사 지역인 파트나 출신의 부펜드라, 그리고 현재 코넬

는 인도 비하르 주 파트나의 무사르(Musahar, 불가촉천민 최하위 계층) 족 소녀

대학교(Cornell University) 박사과정 중인 네팔 출신의 아쉬시와 나, 이렇게

들을 교육했던 나리 군잔(Nari Gunjan)이라는 NGO에 대해 조사하는 것

네 명으로 구성되었다. 처음에는 인도인들조차 파트나 지방으로 파견

이었다.

되는 것을 걱정했다. 그들은 혀를 차면서 거기는 인도에서 가장 봉건
적이고 못사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나와 함께 파견된 아쉬시는 남자

이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철저히 소외되고
차별받는 계층의 교육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시행해왔는지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나리 군잔에서 타깃으로 삼
는 무사르 여성들은 인도의 가장 극빈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빈곤은 물론 카스트 제도의 계급 차별, 여성으로서 받는 성차별에 위
험하리만큼 노출되어 있는 가장 소외된 계층이다.“쥐를 먹는다”
는
뜻의‘무사르’
라는 이름 역시 이들의 처참한 상황을 함축하고 있는
데, 너무나 비천한 계급이라 신성한 곡식을 먹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
아 쥐를 먹어 부족한 영양을 섭취해야 했기 때문이다.
기초적인 생존조차 위협받는 이 계층의 문맹률은 100명 중 한 명만

인데다 옆 나라인 네팔에서 왔기 때문에 지역 관습과 사정을 어느 정
도 알았고, 힌디어를 구사하는 모습이나 생김새 역시 거의 인도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여자인데다가 피부색도 다르고 힌디어도 전혀 못
하는 완전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파견에 대해 잠시 고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 하니 이상하게 왠지 더 가보고 싶은
호기심과 모험심이 생겼다. 2004년 안전 문제로 인해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봉사단조차 파견되지 못한 나이지리아에서도, 어두운 밤에 오

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거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지방 조
사를 하고 대중 여관에서 혼자 잔적도 있었는데, 어떤 일이 닥쳐도
그때보다 더하지는 않을 거란 생각도 한몫했다.

이 읽고 쓸 수 있을 정도로 높다. 문맹률은 글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부족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한 시간에 1루피를 번다면 일곱 시간을 일하고 몇 루피를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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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외부

일단 어느 개발도상국이든 현지에 도착하

연구자는

면, 누구나 마치 이제 막 말문이 터져서 끊

우리는 정부의 정규 학교에서 차별 및 교사부재 문제 등으로 중퇴하

네살짜리

임없이 질문을 하는 네다섯 살짜리 어린아

고 나리 군잔 NGO에서 기초 힌디어 및 산수, 비공식 직업훈련, 위생교

어린이

이와 다름없어진다. 왜 나이지리아는 시원

육, 여성 차별의 부당함에 대한 교육 등을 받고 있는 여학생들을 대상

한 팩우유 대신 네슬레 밀크 파우더밖에

으로 그들의 나이와 학교에 재학한 기간, 형제 수, 부모의 직업 등 간

없는가? 왜 휴대폰을 쓸 때 편리한 매달

단한 인구학적 사항(Demographic Profile)을 조사했다. 나는 먼저 소녀들에

요금제 대신 선불카드를 충전해서 사용해

게 아버지의 직업을 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지를 만들었다.

야 하는 것일까? 왜 델리의 맥도날드 앞은 군복 차림의 경비원이 지
키고 있는가? 왜 베트남에는 오토바이가 그리 많은 것일까? 왜 에티
오피아에서는 정기적으로 기아가 찾아오고 심지어 갈수록 빈번해지
고 있을까?

“What is your father’
s occupation?(아버지 직업이 뭐니?)”이러한 질문
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은‘직업(Occupation)’
런 소용이 없다. 심지어 본인의 나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들에게는 공허한 말일 뿐이다. 더 쉽게 풀어 쓴“What does your

외부 연구자였던 나는 거의 백지와 다름없는 상태로 현지인 인턴이나

도 직업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 와 닿지
father do?(아버지는 뭐 하시니)”

통역, UNICEF 파트나 사무소, 나리 군잔 NGO 직원, 현지에서 협

않기는 마찬가지다. 파트나 출신인 부펜드라는 이를 이렇게 번역하였

력관계(Partnerhsip)를 맺고 있던 신하(A.N. Shinha) 사회과학연구소의 도움

다.“Where does your daddy go after taking a breakfast?(아빠

에 의지해야 했다. 신하 연구소로부터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지역

는 아침식사 하시고 어디 가시니?)”현지인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의 경제, 사회, 정치적 상황과 개발의 장애물 등에 대해, 나리 군잔 담
당으로부터는 주요여성권한강화사업에 대해, 그리고 UNICEF 파트나

학생들의 영양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팔둘레를 재고 있다

사무소로부터는 UNICEF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았다. 이러한 기
초 공부를 통해 나는 조사의 표본선정방법, 즉 어떤 교육 센터를 방
문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형태의 인터뷰를 할 것인가를 정하는 등
연구 디자인을 하고, 질문지를 만들어 조사 내용을 데이터화 및 분석
해 보고서 작성을 도왔다. 하지만 연구 디자인이나 데이터 분석, 영문
보고서 작성과 같이 비교적 보편적인 원칙이 적용되는 과정 외에, 인
터뷰 질문지 작성과 같은 부분은 현지인의 삶의 방식을 모르는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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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인터뷰 대상자들과 전화나 이메일로 미리 약속하지 않고, 무조

할 수 있으랴.

건 만나러 가자는 부펜드라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여기서
예전에도 현지 사정은 전혀 모른 채 외부인의 사고방식으로만 만든
질문들이 너무 많았다. 나이지리아에서 여성 농민들을 대상으로 주요
지출품목을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눠서 인터뷰한 적이 있다. 여가에 쓰
는 비용을 조사하기 위해“어떻게 여가를 보내세요?(How do you entertain
라고
yourself?)”

는 약속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가서 어디 있는지 알아내면 돼.”
라고
말했다. 우리는 지방교육청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 공무원 사무실로,
길거리로, 학교로 숨바꼭질을 해야 했지만, 딱히 다른 방법은 없는
듯했다.

묻자,“우리는 초콜릿 우유를 먹어요.”
라고 대답했다. 내

가 현지 통역에게 초콜릿 우유 먹는 비용은‘음식’항목에 넣어야 하

그리고 내가 젊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종종 곤혹스러운 일도 있었

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통역이 대답했다.“여기서는 여성들이 여가를

다. 신하 연구소는 숙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연구소장인 나라얀 박

보내는 방법이 그거예요.”이어서“옷은 한 달에 몇 벌 사나요?”
라고

사에게 우리의 관리자(Supervisor) 역할을 맡겼다. 우리가 연구소에 처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그건 몰라요. 1년에 몇 번이면 모를까.”
였

음 도착했을 때 나라얀 박사는 남학생인 부펜드라와 아쉬시에게 악

다. 영양과 건강 등을 조사하기 위해 그 동네 초등학생을 인터뷰할

수를 건넸다. 그들 옆에 있던 나도 오른손을 내밀며 준비를 하였으나,

때에는“언제 마지막으로 아팠니?”
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항

그의 손은 아쉬시에게서 멈추고 여성인 나와 디피카에게는 이르지 않

상…….”
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아이는 인터뷰 중에도 식은

았다. 또 나라얀 박사는 여성에겐 위험할 수도 있는 지역에서 밤 8시

땀을 계속 흘리고 있었다.

이후 외출하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로 곤란하다고 했다. 인도에서 활
동하는 동안 2006년 독일 월드컵이 열려 한국 교포의 집에서 월드

인터뷰 내용뿐만 아니라 생활방식 면에서도 모르는 것 천지였다. 처

컵 중계를 보기로 하였으나 박사의 만류로 나는 그와 대치를 하였고,
결국 교포가 직접 연구소로 나를 데리러 오는 것으로 타협했던 적도

선생님과 학생을 인터뷰 하는 모습

있었다. 또 한 번은 내가 신하 연구소 회의에 민소매 옷을 입고 갔을
때 회의 참가자들이 놀랍게 쳐다봤던 적이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지역 사람들은 늘 긴팔의 전통의상을 입었던 것이다. 이후부터 나
는 무사르 마을로 현장조사를 시작할 때부터는 현지화 전략의 일환
으로 살와르 카미즈(Salwar Kameez)를 맞춰서 입었다.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었고, 과도하게 튀지도 않아 불필요한 관심으
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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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지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힌디어 책을 사서 디피카에게

년이 찾아오면 관개시설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기근을 겪어야 한다는

매일 일상어를 배우고 활용했다. 물론 인도 음식만 먹었다. 숙박도

것, 그마저도 기후변화가 가뭄의 주기를 앞당기고 있다는 것. 우리는

호텔이 아니라 한 몇 년은 방치되었을 게 분명한 신하 연구소 게스트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다면, 외부 개발자로서 우리는 네살짜리

하우스에 묵었다. 디피카와 한방을 쓰고 다른 두 인턴들은 앞방과

아이처럼 현지를 끊임없이 흡수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옆방을 썼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언어, 음식, 주거양식, 의복을 적극적으로 체험하지 않고, 현지인들과
의 깊이 있는 인간관계도 맺지 않는 것이다. 수도의 고급 호텔에서만
지내고, 외국인 전문가 그룹과 어울리며 현지인들이 이해하든 말든 영
어만 사용하는 자국 문화 우월주의에 찌든 부류는 되고 싶지 않았
다. 그건 다양한 삶의 방식과 인생관을 배우고 존중할 절호의 기회

공동체

인턴십 생활은 그야말로 강도 높은 팀워크

생활

를 요구했다. 석 달 동안 네 명의 팀원들과
24시간을 함께 먹고 자고 일하고, 쉬는 시

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니까.

간마저 같이 한다는 면에서 말이다. 우리는
한국 경제가 30년 동안 성장을 지속할 때 후퇴를 경험한 지역과,‘경

대체로 낮에 한방에 모여서 회의하고, 그때

제’
와‘발전’
이란 단어를 별개로 생각했던 주민들의 일상에 대해 내가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면 각자의 방에서 일

처음 품었던 의문의 답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전기가 없어 제 기능

했다. 업무상 외출이 있는 날도 교통편을

을 하지 못하는 냉장고의 팩우유는 차가울 리 없다는 것, 안전한 금

같이 이용해야 하므로 늘 함께 다녔다. 낮에는 관저 관리자의 아들

융시스템과 신용사회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휴대

이 음식을 배달해주었고, 세탁물이 있으면 관리자 부인에게 수고비를

폰 요금제는 도입이 어렵

주고 맡겼다. 저녁이 되면 근처 식당에 외식을 하러 가기도 하고, 시장

다는 것, 맥도날드 같은

에 쇼핑을 가기도 하였다. 주말에는 미용실이나 동물원에 갔고, 보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은

가야(Bodhgaya) 등 근처 관광지에 당일치기나 1박으로 놀러가기도 했다.

부유한 사람들이 이용

하루 이틀 지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즐겁게 하고 적절히 스트

하며 그들을 지켜줄 군

레스를 푸는 게 필요하므로 주말에는 충분히 쉬고 즐겼다.

현지의 맥도날드

인이 필요하다는 것, 베
트남의 좁은 도로 상
황에는 오토바이가 훨
씬 효율적이라는 것,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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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늘 붙어 있었다면 상당히 불편했겠
지만, 나는 운 좋게도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니고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언젠가 한 번 다른 팀이 우리 파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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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방문해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팀의 불화가 심각해
보여 그때 좋은 팀원들을 만난 것에 다시 한 번 감사했던 적이 있었다.
업무는 각자의 장점이나 기술, 언어적 능력에 따라 분업하였다. 예를
들어 인터뷰 진행과 현지어 번역은 인도 친구들이 주도하였고, 연구
디자인과 이론적 틀 그리고 데이터 분석은 내가, 전체적인 글을 감수
(Review)하는

것은 네팔 친구가 담당하였다.

디피카는 다정다감하고 귀염성이 있어서 동생 같은 친구였다. 나중에
내가 출국 전 델리로 돌아왔을 때 디피카는 나를 자기 집에 머물 수

시스터 수다와 디피카, 부펜드라와 함께

있도록 해주었다. 그는 많은 가족과 친척,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있어
다른 이에게도 늘 살갑게 대하는 한편 자연스럽게 잘 기대기도 하는
친구였다.

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큰 고민은 세 친구 모두 힌디어를 하는데,
나 혼자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힌디어가 모국어이므로(아쉬시

아쉬시는 영어와 힌디어 모두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는 언어의 귀재였

에게도 네팔어와 흡사한 힌디어가 모국어나 다름없었다), 가끔 영어

으며, 모든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았다. 필드에 다녀온 신발은 꼭 분리

가 아닌 힌디어를 사용할 때가 있었다. 따라서 나는 대화에 참여할

해 놓았던, 귀여운 강박이 있는 친구였다.

수 없다는 사실에 소외감을 느낀 적이 많았다. 어느 날 그들이 거의
30~40분 이상을 힌디어로 대화했을 때, 나는 감정이 폭발하여 격앙

부펜드라와는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그만큼 미운 정 고운 정이 많

된 어조로 내 심정에 대해 얘기했다. 도저히 그 고립감을 참을 수 없

이 들었다. 그는 유일한 파트나 출신으로서 늘 우리의 안전, 특히 가

었고 그들이 나를 배려한다면 힌디어 사용을 줄여도 충분히 대화가

장 외지인 티가 많이 났던 나의 안전에 신경 써주었다. 파트나에서 델

가능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모국어인 한국어를 단 하루도 쓸 수

리로 가는 기차에는 디피카와 아쉬시 그리고 나만 탔고, 그 지역 출

없는 처지여서 약간의 질투도 섞여 있었던 것 같다.

신인 부펜드라는 남았다. 나는 기차가 움직일 무렵, 그에게 그동안 고
마웠다는 내용의 엽서를 건넸다. 멀리 떠나가는 우리를 보고 오랫동

내 얘기를 듣고 그들은 나를 이해했지만, 그들도 내가 어느 정도 이해

안 아쉬운 얼굴로 손을 흔드는 그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해주기를 바랐다. 그들은 인도에 있으면서 힌디어를 쓰지 않을 수 없
다고 했다. 특히 부펜드라는 영어 표현이 서투르기 때문에 의사소통

물론 의견이 어긋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특히 부펜드라와 나는 글

상 힌디어를 더 써야했다. 나는 내 감정을 조정하지 못한 것이 부끄

쓰는 스타일도 달랐고, 서로 성격이 강해 디피카와 아쉬시가 중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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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웠고, 이성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내 어려움에 대해서 동료들에게 표현할

임무를

사례조사연구를 완성해서 제출하는 것까

수 있었고,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내 공감을 구하며 서

넘어

지가 우리의 임무였고, 미션은 쉬는 날을

로 힘든 상황을 이해해 오해를 풀 수 있었다.

줄여 일한 덕에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완료
되었다. 그러나 객관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

팀원 외에 기억나는 사람이라면 불룩한 배가 인상적인 우리의 상사

나리 군잔이라는 NGO의 활동이 그들이

나라얀 박사다. 내가 처음 신하 연구소에 갔을 때 그는 섭씨 40도가

목표로 하는 대상 집단에 상당히 효과적

넘는 더위에, 냉방 시스템도 없는 방에서 마 재질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고 혁신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중립적

나는 땀을 줄줄 흘리며 부채질을 해대고 있는데, 그는 이런 더위쯤

인 연구자로만 남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내 눈’
이라는 창을

은 평생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다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

통해 다른 사람이 이 기관을 보게 되고, 지구 저편의 자원이 이 메마

다. 그땐 열 지옥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는 그가 마치 부처님처럼 보였

른 지역에 전달될 수 있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이 연구

다. 다소 권위적이고 말이 느려서 답답하긴 했지만, 우리를 집에 초청

를 통해 내 지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던 혜택(Privilege)을 갚을 수 있

해 만찬도 열어주고 보리수나무가 있는 보드가야에도 데려가 주었다.

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한편으로 나이지리아에서 진 빚을 갚는 의미

연구소를 떠나는 날 선물했던 작은 펜에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던 기억

도 있었다. 2년 전 아고아레 주민에게 새로운 자원을 가져다줄 수 있

이 선명하다.

다는 희망만 주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던 아픈 경험을 초석으로 다

또 한 명의 관리자는 UNICEF 델리 사무소의 현지 직원(Local Staff)이었
다. 그는 무섭고 딱딱한 인상의 방글라데시 출신 국제 직원(International

기금 모금을 위해 내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나리 군잔에 대한 다큐

수마야라와 달리, 우리가 토로하는 어려움을 잘 받아줘서 그런

멘터리 필름을 찍는 것이었다. 말은 거창하지만, 좁의 지원으로 카메

지 호감을 샀던 기억이 난다. 이 밖에도 우리가 조언을 구할 수 있었

라 기사를 고용한 후 내가 만든 스토리 보드로 나리 군잔 센터의 아

던 이들로는 UNICEF 파트나 사무소의 인도 직원 좁, 그리고 일본인

이들과 교사, 학부모를 인터뷰하고 그들이 사는 마을을 찍는 것이

직원 미키가 있었다. 미키는 인도 옷을 참 아름답게 소화했는데 나름

었다. 촬영은 지원을 받아 하루에 후다닥 끝냈지만 편집이 문제였다.

대로 현지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우리의 활동

UNICEF에서 편집 비용까지 줄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사비를 털어

에 최대한 지원해주고자 노력했다. 나이와 연령, 생김새가 비슷해서 더

델리의 스튜디오를 전전하며 편집을 하였다. 사실 디피카와 공동 지

친근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재미있는 것은 나리 군잔의 많은 여학생

원을 하기로 하였으나, 나중에 편집비용 액수가 커지자 디피카가 발을

들이 나와 미키를 자매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빼고 싶어해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 게다가 영상 작업을 해본 적이 없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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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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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로서는

이라는
년 1호 게재)」

보고서의 기반이 되었다. 이와 함께 한인 교회의 관

편집이 그렇게

계자 소개로 교회에서 나리 군잔 활동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였

손이 많이 가

다. 교회 전체 차원의 후원은 없었으나 몇몇 뜻있는 교인들이 개인적

는 작업인지

인 관심을 가지고 나리 군잔에 후원금을 송금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

알 리가 없었

동은 UNICEF 인도 대표에게 알려졌고, 그는 인턴십 종료회 때 비디

다. 실제로는

오 메시지를 통해 다른 직원들 및 인턴들을 격려하였다.

찍는 것의 몇
배 되는 노력
과 비용이 필
요했던 것이
나리 군잔 후원자 루이스와 아니

다. 결국 나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 편집실에 앉아 있다가 총알 오토바이
를 타고 공항으로 날아가야 했다. 내가 마치지 못했던 부분은 디피카
가 편집을 배우고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기금 모금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하버드 대
학 (Harvard

University)의

(Conference)에

풀뿌리(Grass-Root) 지도자들을 초청하는 회의

나리 군잔 창립자인 수다 수녀님을 초청하여 하버드에서

강연을 할 기회 및 라디오 방송에 출연할 기회를 만들었다. 또한 케
네디 스쿨 한인학생회와 함께 주최한‘한국 바비큐 펀드레이징’행사
에서 디피카와 제작한 다큐 필름을 상영하며 후원금을 모금하였다.
이러한 행사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나리 군잔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
고, 더 나아가 나리 군잔을 미국의 정식 NGO로 등록하여 나리 군잔

델리에 있는 동안 나는 인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한국 종교 단

에 기부한 사람들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추후에는

체 등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사회공헌 활동 아이템으로 UNICEF

내가 찍은 사진을 이용해 단체를 알릴 수 있는 웹사이트*도 개설하였

지원 사업, 특히 나리 군잔 NGO를 후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

다. 사진들 중 일부는 케네디 스쿨 전시에서 경매로 팔리기도 하였다.

개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UNICEF 인도 대표와 이메일로 공유했는
데, 그는 반색을 하면서 격려해줬다. 이에 고무되어 디피카 집에 머물
며 <LG> 사회공헌 관계자, <삼성전자> 사회공헌 관계자는 물론 현
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과도 만났다. 나는 각 기업의 사회공헌(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에 대해 인터뷰하면서, 과연 주주들의 지

지 확보나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면서 기업의 핵심역량까지 살릴

이렇게 모은 자금 $6,000 중 일부는 나리 군잔의 기금 모금에 기여
할 수 있는 인력을 뽑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Bank of America)

계좌에 저금하였다. 이런 행사를 통해 만난 나리 군잔

의 열렬한 후원자 로젠필드 부부와 수다 수녀님은 지금까지도 깊은
우정을 이어오고 있으며, 나의 절친한 외국 친구가 되었다.

수 부분에 CSR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분석해볼 수 있었다. 이
는 추후「삼성전자-유니세프의 전략적 파트너십(KOICA 국제개발협력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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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에서 봉사활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여행 첫날은 자신이 뭔가를 도울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갔다가,
여행이 끝나는 마지막 날엔 도움을 받은 건 오히려 자기 자신임을 깨
닫는다는 것이다. 현지 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일상과 생각을

이 분야에 입문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읽어내지 못한다면 뉴욕이나 제네바에서 만드는 어떤 정책도 탁상공

한국인이 공통적으로 가진 장벽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내가 7~8년간의

론일 수밖에 없다.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피임도구를 나누어 주는 증
상 위주 정책보다는, 영아 생존율이 낮은 까닭에 한 명이라도 더 살

외국 생활을 통해 해외에서 만난 토종 한국인들의 공통점은 자기 의사표
현에 서툴고, 외국인들과 잘 어울리거나 소통하지 못하며 어딘가 주눅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아마 모가 나면 얻어맞는 사회, 개인보다는 집단 성

리기 위해 많이 낳아야 하는 현실을 인지하고 영양공급을 통해 영아

공이 중요한 사회, 일탈하면 큰일 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생

사망률을 줄이도록 하거나 소득 증대를 통해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각을 당당히 표현하기보다는 담고 있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

수준 향상을 이끄는 근본적 대책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서로에

다. 이러한 한국적 사고 및 행동 방식에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미국과 유럽
이 주축인 국제기구의 일원으로 활동하기에는 득보다 실이 많다. 가장 쉬
운 예로 단순히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나 발표하는 경우만 봐도 자연스럽

대한 무지에서 생기는 세상의 많은 분쟁을 방지하고 서로의 다름을

게 청중과 호흡하면서 논의를 주도하는 경우를 보기 힘들다. 따라서 정치

인정해야 한다. 개발협력의 많은 문제들이 선진국의 개발 방식을 개발

적인 이유로 어떤 기구의 장을 맡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타이틀이 실질

도상국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데서 나오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현장에

적인 리더십(Leadership)으로 발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서의 경험이 실제 활용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얼마나 큰 자산

게다가 개발도상국 현지 경험을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는 저소득국에서

이 될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온 것도 아니요, 선진 공여기관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고소득국에서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은 여러모로 애매한 처지다. 또한 영어나 불어

물론 이러한 현장 경험은 개인적인 커리어에도 도움이 된다. 즉 무급
인턴 생활을 넘어 실질적으로 봉급을 받는 국제기구의 일원으로서의
경력이 되는 것이다. UNICEF 사회정책분석실이나 평가실에서 내가
받은‘Job Offer’
들은 모두 이런 현장 경험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언어적인 장점이 없는 것도 고난에 한몫을 한다. 이
러한 첩첩산중의 어려움을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해결해줄 것인가? 말로
는 글로벌 리더십(Global Leadership)을 떠들지만,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고, 혹은 실제로 그것을 키우기 위해 우리나
라가 그에 적합한 공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힘들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인인 것은 혹은 아시아 여성이라는 것은, 희귀성을 제외하
고는 국제기구 진출에 있어 유리한 점이 없다.
앞서 말했지만, 국가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개척
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장벽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수동적인 역할을 강요받아온 한국 여성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 이를 극복하는 것은 그저 끊임없이 스스로를 새로운 경험에 노출
시키고 단련하는 일밖에 없다. 일단 나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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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를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친구들뿐만 아니라 외국 친구들과도 교우를 쌓도
록 노력하고 그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동아리 활동 등이 필요하다. 틀리
는 것을 두려워 말고 가까운 친구에게라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노

신민정

력하다 보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아는 케네디 스쿨 교수님은 한국인들은 발표를 자주 하지
않지만 발표 내용은 핵심을 찌른다고 칭찬했다. 요지를 짧고 쉽게 전달하
는 것은 언어적 기교 없이 내용에 대한 깊이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신감을 얻어 팀을 이끌고 싶다면 다국적 멤버들이 있는 학교의
학생회에 출마해보면 좋을 것이다. 3~4명의 후보와 경쟁해 당선되는 경험
은 선거 과정이든 실제 학생회 활동이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다.
나는 워싱턴 대학과 하버드 대학 학생회 선거에서 3~4명의 미국인 후보
들 사이에서 당선되었다. 아마도 알고 지내는 후배와 동기들이 많아서, 혹
은 아시아 여성이라는 참신함이 어필했거나, 그리고 외국 애들이 그다지 선
거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의외로 쉽게 당선되었을 수도 있다. 당선을
위해 대중 앞에서 선거 연설도 해보고, 당선 후엔 격주로 열리는 교수·학
생 합동회의 의장을 지내면서 언어도 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것

현실과 꿈이
맞닿은 순간

에 자신감을 얻었다. 이외에도 CA(Course Assistance)로 활동하거나 혹은 직
접 수업을 맡아 강의를 하는 등 여러 사람에게 내가 배운 바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고자 했다.
위에서 말한 자신감, 의사소통 능력, 다국어 구사력,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은 국제개발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물론 하루아침에 마술처럼 그런 능력을
생기게 하는 만병통치약은 없다. 분명 몇 년에 걸친 지루하고도 장기적인
노력과 몇 번의 후퇴를 거치는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아쉽게도 노력의 끝
은 분명치 않지만 시작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다. 비교적 진입이 쉬운 국
제 인턴십이 우리를 비좁은 조개껍데기 밖으로 나오게 하는 첫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No”라는 메일을 보냈던 UNDP 본부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고, 꼭 참여하고 싶으니 동일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나 지역 사무소를 추천해주길 바란다는 글을 썼다.
그는 나에게 세 개의 지역 사무소를 추천해주었고
그중 UNDP 동유럽 및 독립국가연합 지역 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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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매니저와 인사과 인턴십 담당자에게 지원 서류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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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티슬라바

이곳은 유엔개발계획(UNDP,

에서

Development Programme)

United Nations

동유럽 및 독립국가

UNDP 동유럽 및 독립국가 지역 사무소 인턴

연합 지역 사무소가 위치한 브라티슬라바

현재 경상남도청 유엔사막화방지총회(UNCCD) 준비단 국제업무 및
영어 통역 전문요원

(Bratislava)다.

브라티슬라바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Vienna)에서 기차로 50분, 체코
의 프라하(Praha)에서는 다섯 시간 거리에 있
는 슬로바키아의 수도다.

E-mail. mjung_shin@naver.com

나는 체코슬로바키아로 더 친숙한 작은 나라 슬로바키아에서 5개월
동안 인턴십을 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예산계획 지원, 사례조사 및
연구, 프로젝트 출판물 발간 지원, 지역네트워크 형성 지원 등 지식경
영(Knowledge Management) 및 프로젝트 이행 전반이다.
인턴십 지원 과정을 돌이켜봤을 때 정보 부족, 인적 네트워크의 부재
등으로 초기 준비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떻
게 지원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 막막했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조
차 불안했다.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 아니 국제기구에 인턴을 지원하
던 그 시점에도 국제기구에서 인턴을 한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했고, 체감 장벽은 높기만 했다. 특히 나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대학원에 진학하였기에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스
스로 확신이 없었던 순간들도 있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
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몰랐던 나도 이리저리 부딪혀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여섯 곳에서 인턴십 제안을 받았
고, 결국 UNDP 동유럽 및 독립국가연합의 지역 사무소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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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나 동생들, 다른

는 질문에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이 단순히 멋있어 보여서라든가, 외

학생들로부터 국제기

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고 싶어서, 또는

구 인턴십에 대한 문

높은 연봉, 사회적 지위 때문에 등 국제기구가 보여주는 표면적인 부

의 메일을 종종 받

분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확실한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다.

곤 한다. 질문을 받
을 때마다‘많은 사
람들이 참 막막해하
고 있구나’
라는 생각

물론 국제기구 인턴십을 준비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양할 수 있지
만 국제기구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자신이 지원하는 이유와 관심분
야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길 바란다.

이 든다. 나 또한 그

나는 대학원에서 국제협력을 전공하며 장기적으로 인류에 이익을 가

막막함으로 시작했

져다줄 수 있는 개발 형태는 무엇일까 고민하며 국제기구에서 발간된

지만 스스로 인턴십

자료와 관련 서적을 찾아 읽었던 적이 있었다. 대학원 입학 전 사기

에 지원하는 과정을

업에서 근무한 배경 때문인지 스스로 결론 내린 지속가능한 개발 형

통해 나름대로의 노

태 중 하나는 사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장기적인 비즈니스모

하우를 갖게 되었고

델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개발 형태가 과거 개발 모

이제는 국제기구 인

델과는 차이가 있었기에 이 개발 형태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행해지고

턴십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정리된 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

있는지, 실제로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제기구 지원서류 준비 과정, 인턴십 지원 과정, 역량 면접(영어 인터뷰), 그

채 바쁜 대학원 생활에 쫓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리고 인턴십 동안 느낀 점들을 상세하게 풀어내고자 한다.

서 우연히 여성가족부의‘국제전문여성인턴 공고’
를 보게 되었고, 시험

UNDP 브라티슬라바 건물

UN 사무총장에 반기문 前 외교통상부 장관이 당선된 이후 한국 학
생들의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 같다.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국제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에 관심을 갖는 건 희망적인 현상이며 현재 한국의 위상을

에 통과한 후 UN 인턴십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내가 이상
으로 여기고 있는 개발 형태가 어떻게 현실에서 행해지는지 직접 보고
느껴보자고 다짐했고 이것은 막연한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었던 나
의 첫 선택이었다.

고려했을 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더불어 잘 사는 세상
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의 주역인 한국 청년들이 해야 할 일도 무궁
무진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국제기구에 가야 하는 이유는?”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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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기구·부서 검색, 지원 및 인턴십 획득까지 모든 과정을 한
기다림에

국제기구 인턴십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크게

익숙해지다

두 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외국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준비 서류와 선발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학생들은 상
대적으로 지원 준비 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인턴 지원 동기와 자신의 강점 등을

서술하는 영문 자기소개서(CL, Cover Letter)와 학교, 전공 등 이력을 나열
하는 영문 이력서(CV, Curriculum Vitae)를 준비해야 한다.

달 안에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인턴십을 획득하기 위해서
는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국제기구의 인턴을 지원할 경우
생각보다 회답이 늦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인턴을 하고자 하
는 희망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출 하는 서류는 꼼꼼히 마지막까지 검토해야 한다. 나의 경우
UNDP 본부에 인턴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연락을 기다리던 중,
인턴 지원을 도와주시던 한국 직원분에게 메일이 왔다.“서류를 검토
해봤는데요. 대학원 졸업예상년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서류상 이미
졸업한 것으로 보이네요.”아뿔싸!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서류를 몇
번이나 검토했는데!

CL의 경우 지원하는 부서와 기관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미리
기본 틀이 될 수 있는 CL을 준비한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한 CV와 CL은 계속적인 수정과 보완 작업이 필수이므로 미리 작성
해 놓는 것이 좋다.

나는 그 당시 학교 프로그램으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수업을 받고 있
었다. 당장 확인하고 싶었지만 인터넷이 가능한 곳을 쉽게 찾을 수
없어서 숙소로 가는 도중 일본 길거리에서 펑펑 울던 기억이 난다.
“이런 실수를 하다니!”펑펑 울고 난 후 정신을 차리고 숙소로 돌아

나는 한 달 동안 지원 서류를 작성하였고 여성가족부 인턴 동기, 학

가 제출했던 서류를 검토했다. 서류를 살펴보니 제출하기 전 편집하

교 동기 및 선후배, 교수님 등 여러 사람들에게 검토를 부탁했다. 특

는 과정에서 대학교 졸업년도가 대학원 졸업년도에 복사되어 있었던

히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의 첨삭을 부탁했는데 이

것이다. 인턴십 지원 자격은 보통 대학원(석사·박사과정)에 진학 중인

는 언어의 뉘앙스 측면에서 오는 미세한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

학생인데 큰 실수를 하고 만 것이다. 나는 잘못된 지원 서류를 보냈

한 단어로 변경할 수 있고,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인상을 줄 수

던 인사과 또는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정된 서류를 다시

있는 서류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어가 모국어

제출하였다. 지원 서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실수도 없이 완벽

이고 특히 고급 영어를 구사하며 첨삭이 가능한 외국인을 찾기는 쉽

하게 준비되어야 하고, 제출하기 전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하나

지 않았다. 러시아 친구가 아는 미국인 번역가, 대학 동기의 직장 동

의 실수가 지금까지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 수도 있다.

료 등 인적 네트워크를 십분 발휘해서 완벽한 지원 서류를 작성하려
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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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의 지원 경로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겠지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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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인턴십 지원 과정은 인턴 모집 공고 여부에 따른 지원 경로

사과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인턴 모집 계획이 공고되는 경
우는 UN 사무국이 대표적이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프로젝트
나 특정 부서가 인턴 모집 계획을 공고하기도 한다. 이는 경쟁률은 높
지만 확실한 인턴십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CL과 CV
외에도 각 기구가 요구하는 공통 질문에 대한 에세이 형식의 대답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서류를 등록하거나 인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두

나의 경우 인턴십 시작 3개월 전 UNDP 홈페이지를 통해 내가 관심
있는 빈곤 퇴치(Poverty Reduction)의 세부 부서인 민간부문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의

프로젝트 서류와 최근의 출판물을 살펴보았다. 본

부에 실무 담당자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지원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를 발송했다.
하였고, 매주‘팔로우업 레터(Follow-up Letter)’

번째, 인턴 모집 계획이 공고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는 공고가 게시되

실무자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UNDP에 근무하는 한국 직원분께

지는 않지만, 관심 있는 기구와 부서(더 나아가 프로젝트)에 먼저 연락하여

연락을 드렸다. 다행히 그분께서 내가 지원한 부서의 담당자들과 친

지원하는 경우다.

분이 있어 인턴 채용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실

정리해보면 인턴십 지원 경로에 따라 인사과 인턴십 담당자 및 홈페이
지 등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는 경우와, 프로젝트 실무자에게 지원 서

무자들은 나의 지원 서류를 마음에 들어 했지만, 내부적인 사정에 의
해 합격여부를 당장 결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류를 발송해 지원하는 비공식적인 경로로 나뉜다. 여기서 지원자에게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한 달 정도를 기다린 결과 당장 인턴을 할 수

꼭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비공식적인 경로로 지원서를 제출할 때에

있냐는 메일을 받았다. 나는 당연히 바로 시작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도 공식적인 루트(Route)처럼 지원서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해서 인

보냈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국 준비를 시작했다. 그런데 나의 답변에
대해 최종 확인 메일이 없어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허

Poverty Reduction Division 단체사진

무하게도 이번에는 인턴십을 할 수 없으니 내년에 함께 일을 하자는
답장을 받았다.‘이번에는 갈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래도 지원해
보면서 많이 배웠고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그만하고 대학원 생활에
전념하자’
라고 포기하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2009년 다이어리를 빼곡히 채우고 있던 나의 노
력과 시간들이 아쉬워 도전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나에게“No”
라는 메
일을 보냈던 UNDP 본부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이 프로젝트에 관심
이 많고, 꼭 참여하고 싶으니 동일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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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사무소를 추천해주길 바란다는 글을 썼다. 그는 나에게 세

브라티슬라바 지역 사무소(BRC, Bratislava Regional Center)는 총 120여 명이

개의 지역 사무소를 추천해주었고 그중 UNDP 동유럽 및 독립국가

근무한다. 아시아인은 나를 포함해 총 네 명이며 그 외 직원은 슬로

연합 지역 사무소의 프로젝트 매니저와 인사과 인턴십 담당자에게 지

바키아 현지인을 포함해 대부분 유럽인이다.

원 서류를 발송했다.
나는 대학교 재학 중 1년 동안 호주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뒤 지금까
보통 인턴십 지원 후 답변을 받기까지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지 배낭여행 및 자원봉사, 회사 출장 등의 목적으로 15개국을 다녀

데, UNDP 동유럽 및 독립국가연합 지역 사무소의 프로젝트 담당자

왔다. 대학원 입학 전 사기업 해외영업팀에서 근무하였기에 외국 바이

는 지원 메일을 보낸 다음 날 나에게 답변을 보내주었다. 첫 번째 답변

어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도 풍부했고 문화적 차이에 관해서는

을 받은 뒤 일주일 후 30분 동안 영어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영어 인터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게 내 장점 중 하나라

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경험이 있는 여성가족부 국제전문인턴

고 여겼고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

동기들과 연락하여 ① 나의 경험 ②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 및 이해 ③

생각했다. 퇴사 후에는 2년 정도 국제회의와 전시회에서 통역 및 진행

인턴십에 지원한 동기 등 인터뷰 예상 질문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그에

업무를 담당하였기에 문화적 차이가 나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해당하는 답변을 A4 용지 세 장으로 압축하여 계속 읽고 숙지하였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전화 면접 후“이번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 날 바로
인턴십 확정 메일이 왔다. 여러 번의 낙담과 기다림, 쉽지만은 않았던 준
비 기간,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나의 국제기구 인턴십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한다는 것은 이전의 경험과 확실히
달랐다. 한 예로 프로젝트 진행 지원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본부 및
국가 사무소와의 회의가 잦다. 수직 관계가 분명한 한국 환경에 익숙
했던 나는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내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불편함으로 항상 듣는 입장이
었다. 또한 배우는 입장으로서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 앞에 내 목소리

성공의

동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도 각기 다른

를 내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내가 알고 있는 사안이거

열쇠를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공간 속에서도

나 새로운 의견이 있을 때에도 스스로 주춤하게 되었던 것 같다.

쥐어라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란 쉽지 않다. 역사,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개개인이 모여 하
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UN에선 문화적
차이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필수다. UN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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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문화적 상이성은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인턴십 기
간의 한국 학생들의 공통된 어려움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려 애쓰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다른
문화에서 배우려는 태도가 UN 인턴십의 첫 번째 성공 열쇠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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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지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을

두 번째, 준비한 자만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턴십 시작
후 대개 한 달은 부서 관련 문서를 읽고 프로젝트를 이해하며 앞으
로의 인턴십 기간의 밑거름을 형성하는 시간이다. 만약 인턴십을 시
작하기 전부터 그 주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거나 배경 지식을 잘 갖
추고 있다면 업무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인턴십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픈 꿈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 준
비를 하면서, 또는 그전부터 꾸준하게 자신의 관심분야에 어떤 현안
이 있는지 UN 및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해 스크랩하거나 스터디 그
룹을 통해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준비가 많이 되어
있을수록 짧은 인턴십 기간에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기구 회의 중 많은 수는 학생들
의 참관을 허용하거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관심분야 또
는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과 관련된 회의 정보를 수집하
여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 결과적으로 회의 참관을 통해 분
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전문가들의 생각을 통해 배울

고려했을 때, 단기 인
턴십은 이제 일에 적
응이 되었다고 느낄
때쯤 끝나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다. 프로젝트 담당
자의 경우도 되도록
오랫동안 함께 일할

작년의 업무 효율성을 되돌아보고, 올해의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Retreat Day

수 있는 인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인턴십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책임감 있는 일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근무했던 지역 사무소
의 인턴들을 봤을 때 2개월 또는 3개월의 단기 인턴들은 조사 및 데
이터 분석 등 한 가지 특정 업무를 맡는 것에 비해 4개월 이상의 인
턴들은 프로젝트의 전반에 걸쳐 업무를 배우고 프로젝트 매니저의 일
중 일부를 자신이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이 허락이
된다면 3개월 이상의 인턴십을 고려하라고 말하고 싶다.

수 있으며 본인의 미래를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관심분야를 명확히 하여 목표의식을 가지고 업무
세 번째는 자신의 학업 스케줄, 경제적 측면, 인턴십의 목적 등을 고
려하여 인턴십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특정 프로젝트
에 관심이 있고 이에 따른 조사 및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거나,
국제회의가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배우기 위해 인턴십에 지원한다면
2~3개월의 인턴십 기간은 적당할 것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전반에 대
해 경험하고 싶거나 프로젝트의 많은 부분에 참여하고 싶다면 3개월
이상의 인턴십을 고려해보길 바란다. 부서와 프로젝트에 대해 익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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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임하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반복해서 강조해도 모자라다. 막연하
게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거나 또는 학교나 국가 기관의 프
로그램을 통해 인턴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 분야에 관계없이‘인턴십
획득’
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있다. 인턴십 생활을 하며 그 분야가 흥
미롭게 느껴진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원치 않는 업무를 하며 불
만족스럽게 인턴십을 마치고 돌아갈 수도 있다. 즉 본인의 관심분야
를 명확히 하여 그 분야에 해당하는 기구나 부서를 집중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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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인턴십에 지원하기 전 또는 지원하는 과정에

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 내가 인턴십을 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서 각 기관과 부서의 출판물, 뉴스레터 등을 많이 읽어보는 것이 자

상사(Supervisor)를 만나냐에 따라 인턴십 생활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신에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본부, 지역 사무소, 국가 사무소는 각각

는 것이다. 나는 상당히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짧은 기간이었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 자신이 인턴십을 통해 전략이나 예산 계획

지만 인턴십 기간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이유도 좋은 상사를 만났기

등의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틀을 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필드(Field)에

때문이다. 보통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출장 등 굉장히 바쁜

서 프로젝트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인턴에게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

지에 따라 지원하는 곳도 달라질 수 있다.

다. 그러나 나의 상사는 하루에 5~10분이라도 짬을 내어 내가 한 일
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해주었는데 이 부분은 나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반대로 내가 인턴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네트워크를 형성하

UNDP

크리스찬 부르그만(Christian Brüggemann)

게 소개해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초콜릿을 준비해 모든 사무

사람들과의
대화

는 일이었다. 인턴십을 시작하던 첫 주, 상사의 부재로 나를 동료들에

나는 로마 난민인권 프로젝트에서 2개월

실을 찾아다니면서 스스로를 소개하며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

동안 인턴십을 하였다. UNDP 인턴십은 석

했다. 인턴십 기간에도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사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진행하

위해 점심시간 및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만남의 자리를 지속적으

고 있는 프로젝트를 접해 지원하게 되었다.

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인턴십을 준비하는 학생

출판물을 통해 알게 된 프로젝트 담당자

들에게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기 전에 자신이 오픈

에게 인턴십에 필요한 지원 서류를 제출했지만 3개월 동안 아무런 소

마인드를 가지고 먼저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하고 싶다.

식을 듣지 못했고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 인터뷰를 한 뒤 인턴십을 획
득하였다. 이미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부터 로마 난민의 인권에 대한
킴 보에만즈(Kim Boermans)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대학 시절부터 개발 분야에 관심이 많았
기에 인턴십에 대한 준비가 잘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네덜란드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UNDP에서의 2개월의 인턴십을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을 확장
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졸업 후 향후 진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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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or Professional Officer)로

선발되어

지금 3년째 UNDP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공공행정학을 전
공하였고, 학창 시절부터 사람들의 삶을 사회적 측면에서 어떻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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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 근무

으로 코소보(Kosovo)에서 1년간 근무하였다. 또한 전문적인 커리어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주변 동료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는 점이

쌓기 전 유엔난민기구(UNHCR, Office

다. 내 동료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Refugees)에서

이들이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동안 서로를 통해서 자

에 영어로 근무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쉽게 적응했던 것 같다. 아프리

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지식과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

카 난민을 돕는 프로젝트에서 인턴십을 했는데 내가 속해있는 집단

어 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

이 아닌 다른 환경의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

이 든다.

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꼈다. 그래서 더욱 더 그 사람들의 목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인턴십을 했다. 당시엔 영어 실력이 지금보다 나빴기 때문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인턴십 동안‘내가 이 문제에 대
국제기구를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반드시 인턴십을 하라는 것이다. 인턴십을 통해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이 자신의 적성과 성격에 잘 맞는지, 그리고 계속 준비하여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해 청소년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서 초·중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계획, 시행하였고 학생들에
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지금까지도 이 세미나가 계속 진
행되고 있다고 하니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낀다.

고 생각된다. 두 번째,“모든 순간을 즐겨라”
이다. 만약 인턴십 기회를
잡게 된다면 모든 순간을 즐기라고 말하고 싶다. 인턴십을 통해 지식
을 확장하고 일을 배울 수도 있지만 이 순간이 힘들기만 하다면 버텨

인턴십을 마치는 날, PSD Sub-practice 팀원들과 함께

내기 힘들 것이다.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그 순간을 통해 배우고,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하도록 노력하
며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카와다 마오(Mao Kawada)

나는 UNDP BRC의 역량개발(Capability Development)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UNDP에서 근무하기 전 요코하마 시청에서 6년 근무하였고,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일본 사무소에서
4년간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유엔봉사단(UNV, United Nation Volunt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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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특히 UNDP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개발(Development)

안 한 번의 대답을 얻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팔로우업 레터를 보내

측면에서 빈곤층과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

거나 전화 통화를 하며 가슴 졸이기도 했다. 때론 너무 무관심하거나

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냉담한 반응에 좌절하며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다.“도대체 무엇을

알아가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처음엔 쉽지 않아도 나중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마

엔 매우 흥미롭다는 점이다.

음이 흔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조금 더 힘을 냈다. 그리고 그렇게 UNDP

국제기구를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국제기구

BRC의 인턴이 되어 소중하고 값진 경험을 하고 있다.

에서 일하는 것이 목적이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하
게 된다면 어떻게 일하게 될지,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지, 어디에서 근
무하게 될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 또한 자신
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항상 현실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
문에 적절한 융통성을 가지고 배우는 자세로 근무해야 한다. 덧붙여
자신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상 영어 공부에도 소홀히 해서
는 안 된다.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이다. 만약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자신감이 없다면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일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돌아보다

나는 총 8기구 25개 부서의 인턴십에 지원
했고, 최종적으로 여섯 곳에서 인턴 제안
을 받았다. 대학원 공부와 국제회의에서의
진행지원 및 통역업무를 했었고, 다른 아르
바이트도 병행했기에 준비하는 과정이 여
러 면에서 쉽지만은 않았다. 지원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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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09년 10월 인턴십 시작을 목표로 2009년 3월부터 서류 준비를 시
작해서 2009년 8월에 인턴십을 확정지었다. 매달 어떻게 지원을 준비했는지

정유진

는 다음과 같다.
3~4월

· 국제기구 및 관련 부서 검색
· CV 및 CL 작성
· 대학원 지도 교수님의 추천서 받음

5~6월

·인
 터넷 검색과 각 국제기구 및 부서의 출판물을 통해 담당자 및 인사
(HR)부서 직원 연락처 리스트 작성
·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한국 사무소 등 인맥을 통해 관심 국제기구에
서 근무하는 한국인과 연락하여 인턴 모집 계획 등 정보 획득
· CV 및 CL 1차/2차 수정 및 서류 준비 완료
· UNIDO HR에 온라인 및 우편 서류 발송
· OECD 2개 부서의 Director에게 인턴 지원서 발송

7월

· OECD 5개 부서의 Director에게 인턴 지원서 이메일 발송
· ITC, UNESCAP, APEC, UNCTAD, UNDP: 인사과, 프로젝트 실무자
에게 인턴 지원서 온라인 및 우편 서류 발송
· 계속적인 Follow up 이메일 작성 및 유선 통화

History Makers 되기

*각
 기관, 부서의 출판물을 참고하여 현재 진행 중인 또는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해 숙지한 후 관심분야와 연관시켜 Cover letter를 변경, 보완함

8월

· UNDP HQ, OECD, UNCTAC, UNIDO 등 프로젝트 실무자에게 회답
메일 받음
· UNDP Europe and the CIS (BRC) 지원
· UNDP BRC 전화 면접
· UNDP BRC 인턴십 확정

이 글은 내가 경험한 상황을 기술한 것이며,
수많은 경치, 경제, 사회, 문화적 개발 관련 정황이 그 이면에 있음을 앎에도,
그 모든 것을 다양한 시각으로 담기 어려웠음을 고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내가 목도한 내용, 즉‘사실’
에 근거하여 기술되었음을 밝힌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술된 예멘 및 UN 인턴십 관련 내용이 전문 보고서로 이해되지 않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예멘의 개발 관련 부분의 경우, 개발 정황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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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이론적 배경을 배제한 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활동 위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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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유

세계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은 UN 헌장에도 나

나아가다

와 있듯이 자유와 평등, 평화와 공영의 인

유엔본부 경제사회국(DESA) NGO Section 인턴

류 보편가치를 지향한다. 이에 전쟁과 테

현재 UN University 방문연구과정(Visiting Scholar/Research Fellow) 중

러, 환경파괴와 시장경쟁체제까지 전 지구
적 문제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원을 나누는 인류의
사회복지를 전 세계로 넓혀 실행하고 있다.

E-mail. endofpoverty1@gmail.com

감사하게도 나는, UN 본부 인턴십과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통해 인도, 파키스탄, 예멘,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몽골 등지에서 현장활동(Outreach) 및 NGO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리
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를

통해 국제 청소년 캠프(International Youth Camp), 유엔대학

글로벌세미나(UN University Global Seminar) 등에 참여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발
전과 개발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예멘 현장활동은 국가의 발전이 무
엇인지, 개발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 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

검은 천속의 여인들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인가 봐, 그래도 그렇지……. 모두들 어디를 간
걸까?’아침 식사 후 거리에 나와 걷기 시작한 지 30분 째, 한 나라의
수도 큰 길에서 아직 한 명의 여성도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이
국 도시의 매력도 잊고 숨바꼭질의 술래가 된 듯 골목으로 골목으로
아이들을 졸졸 따라 들어가기를 한참, 저 멀리 골목 끝에서 검은 기
둥 하나가 벽을 타고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무궁화 꽃이 피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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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놀이를 하듯 최대한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며 움직이던 그 기둥

원의 물까지 더럽히고, 모기와 파리 등 해충의 온상이 되어 또 다른

이 바로 우리 일행이 처음으로 만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는커녕 끝

질병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외국인인 우리들이 거리를 청소하자

끝내 손가락 하나조차 볼 수 없었던 검은 천속의 예멘 여인이었다.

현지인들과 거리에서 삶은 달걀을 팔던 아이들까지 생업을 제쳐두고,
이러한 행동을 왜 하는지 묻지도 않은 채 청소에 동참했다.

2007년 여름 우리 일행(한국의 한 NGO, 이하 우리 또는 우리 일행)은 기초 의약품
과 아이들을 위한 학교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문화공연 기획을 들고

두 번째는 마을마다 뚜렷이 보이는 양성평등개선 문제. 예멘의 많은

예멘으로 향했다. 예멘인 모두를 위해 준비했던 이 공연들은 만 명의

여인들의 집 밖 활동은 사회적·문화적·관습적 계약 속에서 자유롭지

남성들과 남자 아이들, 그리고 단 몇 사람 손으로 꼽을 만큼의 여인

못하다. 여인들이 모이는 집이 따로 있어 간혹 가족, 친지를 만날 목적

들과 여학생들이 함께 나누었다. 당시 예멘 현장활동은 내게 한 나라

으로 집과 집 사이를 그림자처럼 오갈 뿐, 그녀들의 사회활동이란‘집

의 발전이 무엇인지, 과연 그토록 열망하는 발전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안’
에서 거의 이루어진다. 여성과 남성에 대한 뚜렷한 구별은 비단 성인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도화선이 되었다.

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여성에 대한 불평등(또는 성차별, 실현되어야 할
양성평등의 문제)은

교육과 문화공연을 열 수 있는 학교를 방문하여 날짜를 정한 뒤, 그
내용을 알리는 전단지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오후 2시, 맞으면 아플
것 같은 장대비가 후두둑 내리자 단 몇 초 사이 거리가 텅 비었다. 우
산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거의 매일 잠시 내리는 소나기를 맞
거나 피하며 그들은 이미 정해진 환경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상황을

교육으로까지 이어져 이 땅에서 여자로 태어났다면 하

고 싶은‘일’
, 원하는‘배움’
‘정규교육’
,
등의 용어 사용에 있어 선진국
과는 다른 정의를 가지고 살게 될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게 된다. 대도
시나 소도시를 막론하고 여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
학교를 찾기 어렵다. 마을마다 산재한 마드라싸(Madrassa, 이슬람 학교)들이
남자 아이들을 위해 연간 운영되는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그리고 우리는 예멘의 발전과 관련하
세번째는 가트(Ghat). 이 식물은 환각을 일으키는 나뭇잎이다. 아침에

여 가시적 현상 몇 가지를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눈을 뜨면 아이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이 자기 전까
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입 속 가득 가트를 씹는다. 씹을수록 배어
우리를 잊지 말아요

나오는 식물의 진으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심지어
어느 도시는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오후 1시에서 5시, 함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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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예멘의 환경 상황. 다음 날 우리는 커다란 쓰레기봉투를 준비해

여 가트를 씹기 위해 모든 관공서의 문을 닫는다. 몇몇 깨어있는 지식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들을 치우

인들은 오랜 독재와 더불어 가트를 예멘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기 시작했다. 부패한 쓰레기들이 마을의 유일한 수원지인 이슬람 사

요인으로 꼽기도 한다. 그리고 가트 씹기를 거절하며 오히려 부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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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들이 이를 악용, 순진한 국민들에게 가트를 권하고 있다고 개탄

려주고, 아이들의 손을 씻기고, 함께 눈을 맞추고, 안아주며 수업을

한다. 여린 잎의 가트는 품질이 좋아서 그 가격이 생활용품이나 식료

하고, 공연을 하며 우리 팀은 하루하루를 의미와 가치로 채워나갔다.

품 가격의 10배를 넘는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가트를 생필품으

그 사이 아이들은 수업과 공연이 모두 끝나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

로 여기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트를 산다.

끝없는 가능성이 가득한 눈을 우리에게 고정하고 얘기했다.‘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꼭 다시 오라고…….’

그리고 빈곤. 숨만 쉬기에도 아찔한, 한 여름의 땡볕 아래 신발도 없
는 빈한한 거리의 아이들은 달걀을 삶아 팔고, 발도 닿지 않는 커다
란 자전거로 시장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배달을 한다. 걸인 부모를
둔 아기는 걸음마를 배우기 전 애처로운 눈으로 행인들에게 손 내미

기회가 절실한 사람들

는 것을 먼저 배운다.
저녁 식사 후 하루를 정리하며 활동을 평가했다. 각자의 활동과 단체
예멘 현장활동은 처방전 없이 줄 수 있는 간단한 상비약을 나누어

의 활동, 현지에 오기 전 준비했던 예멘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

주는 활동 외에 각 지역에서 행해질 교육과 문화공연이 큰 축을 이

전문헌조사와 현장 체휼보고서 사이의 간극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

루고 있었다. 교육은 한국어, 영어, 태권도, 축구교실, 재즈댄스 , 종이

간이었다. 국가보고서에서 보았던 예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과

접기, 음악, 등 다양한 교실이 진행이 되었고, 문화공연에서는 태권도

지금 현장에서 내가 보고, 현지인들에게 듣는 요인들. 우리의 이러한

시범, 한국무용, 현대무용, 드라마, 인형극, 노래 등을 선보였다. 전단

평가 활동은 내일의 활동과 행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미 알

지를 들고 아이들을 초대할 때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여자 아이들은

고 있다고 생각했던 배경,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예기치 못했던 문제

막상 수업시간에서는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거의 만나볼 수 없었다.

를 이해하며 실상을 파악해나갔다. 문헌조사 자료를 현장에서 확인

사랑의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쓰다듬어주려 손을 들면 반

하고 실제상황을 자세한 지도로 그렸다. 비로소 예멘의 정황이 하나

사적으로 움츠리며 피하고 막는다. 마음이 저리다. 학교에 다니는 아

씩 큰 그림처럼 어렴풋하게나마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이 짧은 현장

이들의 수는 거리에서 생업을 위해 고단하게 하루를 보내야 하는 아

활동이 나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들의 수보다 적었다.
보건, 교육 등과 같은 기본적 기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은 사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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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과 문화공연 시간. 한 가정에 보통 5~12명씩(많게는 40명

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스스로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안전하며 행

이나) 되는 자녀들을 집에 두고 남자아이들만 학교로 모여들었다. 그

복하게 누릴 기회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렇게 외부 사람들과 외부 문화와의 접촉 기회가 주어진 아이들. 아이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들은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도 더

들에게 우리가 왜 왔는지 설명하고, 우리가 왜 거리를 청소했는지 알

나은 환경을 가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은 개개인에게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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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재능이, 사용할 수 있는 자본으로 활성화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

련된 실무를 경험하면

을 한다. 교육에 거는 기대가 큰 까닭은 거기에 있다. 교육의 정의는

서 해당 분야를 배워나

넓고 포괄적이나, 개발 현장에서의 교육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자면,

가는 것이다. 인턴의 업

교육은 짧고 간단한 교육 훈련만으로도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다.

무는 해당 기관과 부
서의 존재 목적에 따라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용변을 본 후 손을 씻는 등의 위생교육, 환경
교육, 임신 중인 임부, 출산 중의 산모, 출산을 돕는 산파 등에게 실
시하는 전문교육 훈련은 질병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녹슨 가위로 태
아의 태반을 잘라 산모와 아이가 파상풍에 걸려 죽는 일을 예방할
수 있고, 용변을 본 후 손을 잘 씻는 것만으로도 기생충이 뇌까지 들
어가 의사도 없는 곳에서 죽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회충약 한 알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
다. 물론 내가 인턴십
중 만났던 다른 부서
인턴들은 꼭 그렇지만
은 않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 머나먼 미국까지 와서 두 달 동안(UN 본부 최소 인턴십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전문교육 훈련과 함
기간)

께하는 현장활동은 손길이 닿지 못하는 수많은 지역의 무방비 상태

UN 회원국들의 수많은 국기들 중에서 찾은 대한민국의 태극기

아무것도, 심지어 문서를 복사하는 일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로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항생제 한 알이 없어 가벼
운 상처가 뼈를 썩게 하는 질병으로 번져도 손 쓸 수 없는 사람들에

이처럼 해당 기관 부서장의 인턴십에 대한 생각 또는 의지와 인턴십에

게 가는 긴급구호다.

대한 인턴 본인의 적극성은 업무의 양과 질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므
로 해당 기관 및 부서의 업무를 체험하고 배우고, 기여하기 원한다면
인턴십을 수행하는 본인의 적극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부서장, 직원들
과 지속적이고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자신의 업무를 디자인(Design)해
야 한다. 그러면 서로 도울 일이 없는지 직원들과 의견 교환을 하면

예멘에서

나는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또

뉴욕으로

다른 땅끝, UN 본부에서 인턴십을 시작

서, 해당 부서의 어떤 업무들이 어떤 경로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 알 수 있고, 업무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했다. 인턴십은 그 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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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다양한 상황들과 맞닥뜨리면서 그 목적

지금‘아,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니. 난 소극적이고, 나를 어떻게 생각

을 달성해나가게 되는데 인턴십의 주요 목

할지 고민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자! 무엇이든 타

적 가운데 하나는, 전문분야의 업무와 관

고난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는 것. 나 역시 조용하다면 둘째라도 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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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만큼 조용한 사람이다. 직원들과 식사하면서, 또는 커피라도 함께
마시려는 마음으로, 아침 인사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업무

NGO

NGO 섹션의 12월 및 1월의 주요 활동

에 대한 조언도 구하고 생활에 대한 지혜 또한 듣자는 말이다.

섹션에서

은 NGO 위원회(NGO

하는 일

는 것이다. NGO 섹션은 1월 정기회의(The

Committee) 를

준비하

인턴십은 궁극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업무 현장에 적용

General NGO Committee)와

하여 내 것으로 자원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업무, 인

의(The Resumed Session of NGO Committee)로 구성

간관계 또는 다른 문화적 차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된 NGO 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부서

이를 조절하는 능력을 잘 배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이 또한

다. 각 국가의 대표가 참석하여 심사하는

주요한 자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인턴십을 수행할 경우

NGO 위원회의 개최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기 때문에 긴장이 늘 함

해당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할애해야 한

께하는 부서이기도 하다. NGO 섹션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7월 재개 및 연장회

다. 문화를 이해하면 업무 환경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턴들과 직원들은 전 세계 각지에서 도착한 협의지위를 받기 위해 제
내 NGO

출된 NGO들의 지원서(Application)를 검토하고 부족한 서류가 있을 땐

섹션(Section)에서 인턴십 생활을 했다. 모든 부서의 업무는 해당 부서

해당 NGO로 연락을 취한다. 이것이 NGO 섹션에서 연간 진행되는 주

의 존재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경험한 NGO 섹

업무이다. 인턴의 주 업무는 지원서를 제출한 NGO와 연락하여 NGO

션 업무를 소개하기로 한다. NGO 섹션의 인턴들은 NGO들의 지원

위원회로 지원서 패키지(Application Package, 지원서 및 각종 자료)가 잘 제출될

서와 보고서를 검토하는 일 외에도 직속상관의 업무를 돕는 일도 한

수 있도록 돕

다. 내 경우 직속상관은 NGO 섹션 부서장(Section Chief)이었다. 때문에

는 것이다. 이

방콕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 Economic

and Social

를 위해 NGO

또는 UN 본부 사무국 또는 세계 각국

의 지원서를 검

에서 열리는 회의(Conference) 등으로 해외 출장이 잦은 부서장의 발

토하고 부족한

표 프레젠테이션(Powerpoint Presentation)을 만드는 일을 했다. 내용은 출

내용이나, 더

현황과

구비되어야 할

MDGs 관련 UN의 노력 그리고 NGO 섹션의 협의지위(Consultative Status)

서류가 있 을

에 관한 것이었다.

때 해당 NGO

나는 경제사회이사국(DESA, Department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and Social Affairs)

장 방문국의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내 생일날 NGO Section 직원들과 함께

에게 알린다.

288

289

부여된다. NGO 위원회가 열리면 지원서를 제출한 NGO의 대표가 위
원회에 참석할 수 있고, 각 국가의 대표들이 지원서를 검토한 뒤 필요
시 NGO의 대표들에게 질문한다. 그러면 NGO의 대표는 질문에 답
하게 된다.
인턴은 지원서 패키지*에 포함된 지원서에 NGO의 존재 목적, 활동
내용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많은 NGO들
이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하고 있어, 전화 통화가 어렵거나, 인터넷 홈
페이지나 이메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 연락하는 것이 쉽
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위원회의 마지막 날, 모두 모인 NGO Section 직원과 인턴들

위원회가 열리는 며칠 동안은 개최 장소에 아침 7시경 도착하여 아침
9시에 열릴 위원회를 준비했다. 위원회에는‘페이퍼리스 시스템(Paperless

직원들과 인턴들의 검토(Review)를 마친 NGO의 지원서를 각 인턴들의

이
System)’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의 대표단(19개국 회원 국가들 대표)들이 앉을

직속상사(Supervisor)들이 재검토하면, NGO 위원회가 열리기 전 비공식

자리 앞에 NGO 지원서 패키지와 컴퓨터를 준비해둔다. 위원회의 대표

위원회(Informal Committee)에서 지원서를 다시 검토한다. 그리고 1월 정기

단으로부터 제시된 질문들은 해당 NGO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

NGO 위원회에서 협의지위에 대한 추천(Recommendation)을 받게 된다. 여

송되고, NGO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받아 위원회가 열

기에서 협의지위 추천(Consultative Status Recommendation)을 받은 NGO의 지

리는 기간 내에 협의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오후 6시

원서는 국제연합경제이사회(ECOSOC,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30분경 위원회를 마치면 NGO로부터 회신된 답변을 정리하여 다음

에 제출되고, ECOSOC는 NGO 위원회에서 올린 추천을 참고하여 협

날 있을 위원회를 준비하고, NGO 대표들에게 추가 질문을 전송했다.

의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한 NGO 위원회에서 권고된 협의지위
*(General, Special, Roster)는

번복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NGO에게 그대로

*	협의지위(Consultative Status)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General이다. 해당 NGO가 인
권, 교육, 보건 등 여러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여러 나라에 지부를 설치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수여된다. General은 받기가 가장 어렵다. 두 번째는 Special이다. 해당
NGO가 인권 또는 교육처럼 제한된 몇 가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경우 수여된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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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ter다. 해당 NGO의 활동 분야가 한두 가지 사업 또는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단체
에게 수여된다.
*	지원서 패키지(Application package)는 a Letter of Intend, 지원서인 Application form, 전체 지
원서의 요약본인 Appendix(Summary), NGO의 규율 또는 정관 Constitution/charter, 법인등록
등 해당 국가의 지위증명 Statutes/by-laws of the NGO, 등록증(예를 들어, 법인일 경우 법인등
록증 Certificate of registration, 공인회계사의 결산서 Recent financial statement, 출간물이 있
을 경우 Publications samples) 등으로 구성된다. 인턴은 이 서류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결
산서가 회계사를 거친 것인지, 해당 국가에서 NGO 등록 후 2년이 경과하였는지 등의 세부내
용을 확인하고, 내용이 미비할 경우 NGO에 연락하여 Application Package가 갖추어져 NGO
Committee에 제출될 수 있도록 NGO에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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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업무가 아니면 오후 5시 30분쯤 퇴근을 한다. 심지어 위원회
인턴으로

1월 정기 NGO 위원회를 마치고, 7월에 있

부딪히다

을 NGO 위원회 재개 및 연장회의(Committee
Resumed

Session)를 준비했다. 지원서를 검토

하는 일은 NGO 섹션에서 진행되는 주요
업무로 연간 진행된다. 2월 NGO 섹션에서
는 부서장의 주재 하에 외부 미공개 회의
(Closed Meeting)가 있었고, 그 회의에 대한 내

용을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3월에는 UNESCAP에서 열린 MDGs 회의를 준비했다. 다른 인턴
한 명은 회의의 개요서(Concept Note)를 작성했고, 나는 연설과 발표 프
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그리고‘MDGs Conference in ESCAP’
,
‘MDGs in Asia’
‘MDGs
,
in Arabic countries, NGO network’
를
위한 IRENE(Regional Network) 관련 브로슈어(Brochure) 내용 작성 등이 나

가 한창 진행 중인데도 오후 6시가 되면 UN 본부 사무국 건물 내
회의 장소에서 일하는 통역들도 퇴근을 한다. 이렇게 통역이 퇴근하
면 회의나 위원회가 중단 되는 경우도 있다. 나의 업무는 지원서 검
토 외에 부서장의 발표자료 준비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이라도 부서장의 출장 날짜가 정해지면 신데렐라처럼 밤
12시가 되어서야 퇴근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인턴들의 경우, 과한
업무가 주어지면 그것에 대하여 상담을 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의견
을 교환하여 수정하기도 하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5월 ECOSOC에서는 긴급회의(Emergency Meeting)‘세계 식량 위기(The Food
포럼이
Global Crisis)’

열렸다. 식량에 대한 개발도상국으로의 지원과 식

량 자원의 부족분에 대한 궁극적 해법을 찾기 위한 포럼이었다. 이때
는 포럼 준비와 현장 업무 지원 등이 주요 업무가 된다. 이러한 포럼
등은 각 부서 업무와 관련하여 개최하게 된다.

의 업무였다. 그 외에도 타 부서에서 개발 관련 회의 또는 포럼이 열릴
때 행정 지원을 하기도 했다.

NGO 섹션의 업무 중 협의지위를 받기 위한 NGO 대표들의 지원서
검토 외에, 이미 협의지위를 받아 4년에 한 번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4월에는 부서장의 아시아 국가 출장과 MDGs 포럼(Forum)이 있어 각
아시아 국가들의 MDGs에 대한 발표자료와 각 국가에서 관련자들에
게 나누어줄 MDGs 전단의 내용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 업무들은
7월에 있을 재개회의(Resumed Session)와 함께 병행되어, 업무의 양이 많
았고, 늘 부서장과의 발표자료 논의로 긴장했던 생각이 난다.
그런데 다른 인턴들의 태도는 나와 사뭇 달랐다. 아마도 각 국가의
문화 차이와 개인의 성격 차이 등 그 요인은 복합적일 것이다. 다른
인턴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부서장 또는 직원들과 교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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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 보고서(Quadrennial Report)를 검토하는 업무도 있다. 이는 NGO
활동에 대한 보고서이며, 이 보고서도 NGO 위원회에서 협의지위 유
지를 위해 위원회에 보고된다. 보고서에 협의지위를 받은 NGO의 활
동이 형식에 맞춰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지, 해당 NGO가 협의지위 부
여 목적에 맞는 활동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의 내용을 검토하게 되
며 검토를 마친 보고서는 NGO 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협의지위
를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6월 NGO 위원회 재개회의를 준비한다. NGO 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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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턴십은 각자의 삶에 직업의 방향성을 찾

국제개발

는데 도움을 준다. 때문에 특정 기관이 목

협력을

적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기

생각하다

관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그
비전에 한 걸음 다가가는 실행 과정이 된
다. 나는 인턴십을 통해‘내가 하고 싶은

일’
과‘내가 할 수 있는 일’
을 알게 되었다.“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인턴십도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해 조사하고 준비하면
해당 기관에도 기여할 수 있고,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다.
2008년 7월 UN 본부에서 열린 개발협력포럼의 시작 전 모습

인턴십이 마무리될 때쯤 인턴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
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인턴십 평가는 스스로가 인턴십

통하여 협의지위를 받은 전 세계 NGO들은 1946년 41개 단체를 시

과정을 되돌아보고 활동과 업무 내용 및 업무에 대한 태도 등을 분

작으로 2008년 8월 현재 3,187개에 이른다. 이중 한국은 22개 단체

석해볼 수 있는 기회다. 이때 자신의 부족했던 점과 실수는 되풀이하

가 ECOSOC로부터 협의지위를 받았다.

지 않도록 기억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격려하여 더

UN 본부에서는 7월에 개발협력 포럼(Development Cooperation Forum)이 열려
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각 국가의

발전할 수 있도록 가꾸는 것이 좋다. 한마디로 인턴십 생활을 되돌아
보며 스스로 SWOT* 분석을 해보는 것이다.

대표들이 참석하여 개발협력에 대하여 발제하였는데, 한국에서는 외

학교 또는 단체의 재정 지원에 대한 보고서 작성용 평가서나 부서장

교통상부의 개발협력국장이 발제했다. 회의장에서 발제를 듣고 회의

의 평가서 외에 추천서를 받는 것도 좋다. 내가 보는 나와, 내가 일하

를 요약하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세계의 고른 발전

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보는 나의 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을 위하여 기여하고 노력하는 모습과 개발도상국에 더 나은 원조를

이러한 평가로써 자신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위해 UN 본부에서 회의하는, 말 그대로‘United Nations’
의 모습을

있고, 자기 계발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

보게 되어 국제개발협력에 대하여 다시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었던
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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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의 약자로 자신의 강점(자신의 내부), 약점(자신의 내부),
기회요인(외부요인), 위협요인(외부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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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것은 잊기 쉽지만, 본 것은 기억하며, 경험한 것은 이해할 수 있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 선언을 한 것이다. 개발을 의미하

다”
는 말이 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현장활동과 UN 본부 인턴십에서

는 각 분야의 개발과 공
는‘Development(발전보다는 개발의 의미에 가깝다)’

나는‘Reach’
를 꿈꾸게 되었다. 손길이 미친다는 것. 그것은 세계 어

동체의 발전, 그리고 인간 계발에 관한 것이다. DAC 가입에 대해 여러

느 나라에서도 모자라지 않을‘기회’
를 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국

의견이 많으나, 나는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에 대한 적극적 기여를 약

제개발협력이다.

속한다는 의미에서 반갑게 받아들이고 싶다.

국제개발협력은 UN이 2000년 새천년 선언에서 발표한 여덟 가지

물론 우리의 선진의식도 이에 결코 뒤져서는 안 될 것이다. 혹시 가

MDGs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 여덟 가지 새천년 개발 목

발을 써본 적이 있는지. 가발을 써보면, 이미 만들어진 가르마를 내

표는 빈곤 및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양성평등 실현 및 여

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내기란 참으로 수월하지 않음을 알게 된

권신장, 영유아 사망률 감소, 모자보건 개선,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

다. 국제개발협력이 한국에서 태동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많은 의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 구성, 개발을 위한 전 세계적 동반관계

견들이 오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 사

구축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 개발 목표는 사회, 환경, 교

람들에게는 삶과 생명 그 자체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기회’
의

육, 재난 등에 대한 긴급구호, 기반시설, 빈곤 퇴치 등 생존을 포함한

문이 넓어질 가능성을 의미하며, 동시대의 한국에 살고 있는 현 세대

인권의 거의 모든 부분을 포괄한다.

에게는 책임감 있는 시민 역할의 기회임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
에 원조공여국으로서 그 길을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잘 낼 수 있

1960년대 쓰인,「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한국의 발전은 요원해 보인다」

기를 기대한다.

라는 한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접고, 한국은 경제·사회 발전을 시작
해 1970년대에는 신흥공업국(NIC,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의 대열에 서

혹자는 한국 내 결식아동이나, 노숙자 등 빈곤층을 먼저 구제해야

게 된다.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은 약자를 향한 책임

설치, 1991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이지, 한 나라의 부강을 전제로 적선하

설립으로 대 개발도상국 원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기

는 행위가 아니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세계 구석구석을 품는 전

Fund)

Agency)

구 설립 이전에도 이미 대 개발도상국 원조활동은 시작되었다).

문 활동을 심화하여 빈곤 퇴치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해심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세계시민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2009년 11월 25일. 드디어 한국 국제개발협력호가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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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켜고 출항을 준비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 정부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파문이 일기 마련이고, 성장하는 아이는

가 세계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박차를 가하며 2010년 개발

성장통을 겪기 마련이다.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이 커다란 시대

원조위원회(OECD/DAC,

적 부름 앞에 우리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방향성을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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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야 한다는 데 있다. 이 보편타당한 진실을 이제 한국
이 세계로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개발도상국과 UN 본부에서의 인턴십은 나를 다시 처음
으로 돌아가게 했다. 국제개발협력은 인간의 생명과 삶에
대한 관심이고, 공동체에 대한 참여이며, 우리 모두를 발
전으로 인도할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국제개발협
력이라는 탄탄한 연대를 형성하여 그 가치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 풍성하고 다양한 열매 앞에서 축제를 열 수 있
을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은 인간 계발과 각 분야의 개발,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 국가, 세계 미래의 발전의 골격이 된다.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국제개발협력으로 인해, 아시아에서만
2015년까지 9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건질 것이고*, 1달
러를 벌기 위해 고사리 손으로 지뢰를 파는 일 대신 내일

UN 앞에서 비폭력 시위 중인 사람들

을 꿈꿀 수 있게 될 것이며**, 남동생이 귀족 여자에게 말
을 걸었다는 이유로 누나가 대신 윤간형을 당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
다***.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에 투자하는
것 그 근사한 국제개발협력의 심장이 나를 깨우며, 오늘도 나를 땅

는 것이다. 이렇게 상황(Context)을 이해함으로써 내 안의 정의를 다른
이들에게로 확장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우리가 바로 History Maker가 아닐까.

끝으로 가자고 조른다.
‘Glocalization’
이라는 말이 있다. 국제적인(Global) 패러다임과 전통적
이며 지역적인(Local) 패러다임을 함께 이해하여 더 나은 공존을 꿈꾸

* Child Mortality(www.childmortality.org), UNICEF.
**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의 사례.
*** 파키스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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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안선

유엔글로벌콤팩트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나이키>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축구공을 생산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시민사회의 격렬한 비난과 주가의 급락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후 <나이키>는 작업환경 개선 및 인권보장 약속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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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쇄신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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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안선
유엔글로벌콤펙트 한국협회 인턴

국제정치의

경영학을 전공했던 나는 국제정치학개론을

흐름에

수강한 이후 국제정치에 흥미를 느껴 외교

동참하며

학을 부전공했다. 수업을 들으면서 글로벌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국

현재 MBC 방송국 경영지원 본부 경영지원국 사원

제기구들의 역할에 특히 관심을 가지기 시
작했다. 근대국가 형성 이래 국제관계에서
국가는 전쟁 수행을 비롯하여 모든 문제
E-mail. sunyoungahn@hanmail.net

해결의 주요 행위자였다. 오늘날에도 국제무대의 행위자로서 국가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그러나 그 비중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
고 있다.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기업, 개인 등 다양
한 행위자들이 국제무대에서 점점 두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환경, 인권, 질병 문제 등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풀 수 없는 문
제들의 해결이 적극 요구되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이러한 국제정치의 흐름을 살펴보는 일이 상당히 재미있었고 나아가
흐름에 동참하여 활동하고 싶었다. 특히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
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된다면 정말 가슴 뛰는 경험
일 게 분명했다.
하지만 커지는 꿈만큼 주변의 마땅한 롤모델이나 조언자를 찾기 힘
들었다. 그런 나에게 인터넷과 책은 유일한 정보의 보고였다. 2006년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취임한 이래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늘어났지만, 워낙 정보가 부족하여‘국제기구에 가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한 답을 얻기가 쉽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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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다음 카페를 알게 되었고,
그러던 중‘유엔과 국제기구(ICUNIA)’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다. 국제백신연구소(IVI,
Institute)에서

International Vaccine

대학생 홍보대사로 국제기구 관련 활동을 처름 하게 된

것도 이곳에서 받은 단체 메일 덕분이었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

유엔

2000년 7월 발족해 최근 10주년을 맞이

글로벌콤팩트

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인권·노동·환경·

?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 전략과
결합해나갈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하고, 기

국협회의 인턴 공고를 접한 곳도 이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소

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는 세계 최대의

재 국제기구에서의 인턴십 경험 수기를 읽거나, 고민상담을 할 수 있

자발적 이니셔티브(Initiative)다. 글로벌콤팩트

는 게시판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이 있는 사람

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중점 추진 의

들의 입장에선 지나칠 수 없는 보물창고였다. 덧붙여, 외교통상부에
서 국제기구 취업 지원을 위해 개설한 국제기구 채용정보 홈페이지**
에서는 여러 기구의 공석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제(Agenda)이기도 하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7,700여 회원사가 참여하
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세계 경영 관행에 10대 원칙을 일반화
하고, 새천년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등 UN 의제의 이
행을 촉진시킨다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학내외 강연회 및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려하고 있다.

내가 참석했던 가장 큰 규모의 설명회로는 외교통상부에서 매년 실시
하는 국제기구 취업설명회와 재정경제부의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가 있었다. 신기한 점은, 이렇게 관심사를 따라 여러 곳을 다니다 보
면 만났던 사람을 또 마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때론
이렇게 만난 인연들과 서로 의지하고 이야기하며 꿈을 키워가는 과정
이,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뉴욕에 본부가 있으며,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100여 국에 지부가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는 지부와 본부에 동시 가입하
며, 매년 본부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할 자발적 의무를 지니
게 된다.
2007년 창립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주불 대사를 지냈던
주철기 사무총장 이하 한 명의 팀장과 두 분의 간사, 상시 3~4명 혹
은 그 이상의 인턴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유엔글
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조동성 교수가 소장으
로 있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연구센터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
다. 2010년 7월 기준, 한국협회에는 177개의 국내 기업 및 단체들이
가입해 있다.

*	cafe.daum.net/unitednations
**	unrecru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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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행위자가 될 것을 요청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한국에서

경험과 경력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국제기

만난

구 인턴십은 내게 충분히 매력으로 느껴졌

글로벌콤팩트

다. 그러나 해외 소재 국제기구들은 대부
분 석사 재학 이상의 사람을 요구하고 있

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그러한 지출이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활동에 지불을 꺼리게 마련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독려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가 바로 글로벌콤팩트였
다.

었고, 해외 체류 경험이 없던 나로서는 오랫
동안 외국에 나가있는 게 망설여졌다. 게다

경영학과 외교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던 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가 국제기구 인턴은 대체로 무급이기 때문

는 주제는 두 학문 분야가 만나는 접점으로 보였다. 따라서 글로벌

에 체류 비용에 대한 걱정도 앞섰다. 이러한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인

콤팩트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책으로만 공부해오던 것을

턴은 어렵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인턴

실전에서 경험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좀 더

모집 공고를 접하게 됐다. 이전까지만 해도 글로벌콤팩트라는 국제기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인턴

구가 있는지, 한국협회가 있는지조차 몰랐지만, 이 기구가 하는 일을

십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검색하고 나서‘이곳이야 말로 내가 정말 경험해보고 싶은 곳이다!’
라
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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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역시 원칙

마침 아이섹(AIESEC)이라는 동아리를 통해 국제회의 개최와‘기업의 사

적으로 석사 이상

회적 책임’
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기업은 다

의 학력을 요구하

국적기업의 형태로 전 세계로 영향력을 넓혀 국제무대의 주요 행위자

고 있다. 그러나 나

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만큼 이윤 창출 과정에 있어 사회적

는 당시 학부 3학

책임의 요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예를 들어 <나이키>는 개발도상국

년이었음에도 기회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축구공을 생산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를 놓치고 싶지 않

이후 시민사회의 격렬한 비난과 주가의 급락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

은 마음에 과감히

후 <나이키>는 작업환경 개선 및 인권보장 약속과 더불어 이미지 쇄

문의 메일을 보냈

신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나아가, 기업이 환경 친화적

다. 다행히 학부생

인 제품을 개발하거나 탄소 발생을 줄이는 노력 등의 사회적 책임 활

도 지원이 불가능

동으로 이윤 창출과 이미지 개선뿐 아니라 인류의 복지 향상에도 기

한 것은 아니라는

인턴십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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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과 함께 우선 영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라는 답장을 받을

내용과 성과를 전달해

수 있었다. 실제로 상당수의 학부생들이 이곳에서 인턴으로 근무한다.

야 한다. 최대한 간결하

다만, 학부생 인턴 중 다수가 해외 유학 중인 학생들임을 염두에 둘

고 핵심을 전달하는 영

필요는 있다.

어 문장이 요구되기 때
문에 수차례 써보는 연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3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사람

습이 수반되어야 한다.

을 인턴으로 모집하고 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자원봉사
로 처리된다는 점도 유념해두길 바란다.

서류 합격 통보를 받으
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 국협회 사 무실에서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직원분들과 함께한 점심식사

주철기 사무총장과 일대일 면접을 보게 된다. 먼저 인적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문과 지원 동기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질문이 한국
이력서부터

한글 이력서는 몇 번 써봤지만 영문 이력서

시작된

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일은 처음이었기

인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 촉박한 시간 내
에 이력서를 써야 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첨
삭 받을 여유가 없었고, 영문 이력서는 한글
이력서와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돌
아다니는 형식들에 의지해야 했다. 내 경우

어로 진행되었다. 내가 인턴십을 지원했던 2008년 11월은 미국발 금
융위기로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처해있던 때였기 때문에, 월 스트리트
(Wall Street)의

높은 연봉과 투자은행들의 무책임한 파생상품 판매 등

의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하였다. 면접에 임하기 전, 반드시 지원하는
기구의 목표의식과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관련 지식을
공부해야 한다. 다음으로‘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영어로 설명해 보라’
는 간단한 영어 면접이 이어졌다.

는 어쩔 수 없었지만, 영문 이력서를 쓸 때는 미리 꼼꼼하게 영문 이력서
를 만들어 제3자에게 교정 받기를 권한다. 인턴십 이후, 영문 이력서의

한국협회에서의 업무는 주로 한국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어를 쓸

중요성을 깨닫고 학교 내 경력개발센터의 도움으로 영문 이력서를 다듬

일이 많지 않지만, 적어도 읽고 쓰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기

었다. 의도하지 않게 영어 표현이 잘못되거나 모호하여, 허위사실 기재로

본적으로 국제기구고, 뉴욕 본부 및 해외 지부와의 커뮤니케이션, 메

오인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고 하니 철저히 확인해보기 바란다.

일 교환 등이 일상 업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무에 있어 언어 사용
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현지인(Native)처럼 말한다거나 연수 경험이 꼭

자기소개서에는 자신의 이력 중 지원 기관에 어필하기 좋은 내용을 부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각하여 작성한다. 자기소개서는 이력서 한 줄로 표현할 수 없는 활동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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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COP라는 보고서를 1년에 한 번
인턴이라는

인턴의 주요 업무는 뉴스레터 작성 및 번

자리

역,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원사의
사회공헌 관련기사 스크랩, 회원사들의 지
속가능보고서(COP, Communication On Progress) 제
출일정 관리, 워크숍과 심포지엄 준비를 위

회원사들로부터 받는데 이는 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준수했다
는 내용이며 자체 COP로 대체할 수 있다. 이 COP는 한국협회를 통
해 본부에 전달되어 승인 과정을 거친 후 본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된다. 가입 날짜가 서로 다른 기업들의 COP 제출 현황을 관리하고
제출일이 다가왔음을 체크하는 것도 인턴의 역할이었다.

한 전반적인 사무보조 등이다. 이외에도 인
턴은 한국협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매일 아

마지막으로, 인턴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주요 활동이라 할

침 열리는 회의에서 개진할 수 있으며, 부여된 일뿐 아니라 본인의 의

수 있는 각 회원사 사회공헌팀의 실무자들을 위한 COP 작성 워크숍

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더 많은 일을 맡을 수 있다. 한국협회는 성장

과 네 가지 이슈(환경, 노동, 인권, 반부패)에 관한 심포지엄 준비를 보조한다.

중인 조직이기 때문에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인턴은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의 제반 준비와 담당자들에게 전화로

인턴이라도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부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나 기

알리는 일, 당일 스태프로 활동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

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편이다.
3~4명의 인턴십 동기들이 돌아가면서 뉴스레터 작성을 담당한다. 뉴

한국협회 사무실은 진중하게 업무 처리를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즐겁
게 일하는 분위기다. 규모는 작지만 워낙 업무가 많아 인턴의 업무량

스레터는 전 회원사 및 관계자분들에게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활
동 사항을 알려주고 회원비 납부 상황과 해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동

2009년 8월‘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위한 조찬 간담회’
에서

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인턴의 입장에서는 뉴스레터를 담당하
면서, 글로벌콤팩트가 하는 일들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동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였다.
회원사 기사 스크랩의 경우, 회원사들의 주요 인사이동, 합병과 같은
큰 변화와 더불어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기사들을 정리하는데 회원
사가 150여 개에 달하다 보니 인턴들이 각자 몇 개의 기업을 맡아 조
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각 기업들의 활동에 집중하여 기
사를 읽다 보면 전반적인 경제계의 흐름을 알게 되는 장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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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적지 않으며,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지만 워크
숍이나 심포지엄 또는 대규모 행사를 앞둔 전날에는 밤늦게 집에 돌
아가야 할 때도 있다.

행동으로

인턴 업무를 하면서 글로벌콤팩트라는 국

경험하다

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
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점차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인 정
책을 가지고 COP 발행에 예산을 할당하
고 있지만, 대안이 특별히 없거나 관심조차
없는 기업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2009년 8월‘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위한 조찬간담회’
에서 반기문 사무총장님과의 기념촬영

상황에서 글로벌콤팩트가 제시하는 10대 원칙은 비록 강제력이 있
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자발적으로 이 원칙들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

인턴들 간의 친목은 빼놓을 수 없는 인턴십의 장점 중 하나다. 다양

청하게 되면 국제 기준에 맞춰 기업 활동을 할 것을 요구 받게 된다.

한 전공의 사람들이 만나 함께 일하면서,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동

한마디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원칙을 공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감하며 재미있게 일할 수 있다. 인턴십이 끝나도 인턴 동기들과 근무

되는 것이다.

했던 사무실끼리 연락이 지속되어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일례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2009년 8월

그러나 간혹 글로벌콤팩트에 명목상으로만 가입하거나 홍보의 수단
정도로 이해하고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기업들도 있다. 기업은 궁
극적으로 비용 절감과 이윤 창출에 초점을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

18일 개최한‘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위한 조찬 간담회’
에 과거 인턴
들이 모두 모여 당일 업무를 도왔는데, 이와 같이 큰 행사를 직접 참
관할 수 있는 기회가 결코 쉽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다. 이런 기업들이 10대 원칙에 공감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고안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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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 글로벌콤팩트의 고민이었고, 나 역시 인턴십 기간 중 이에 대

결과적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인턴십을 통해 국제기구에

해 많이 생각했다.

서의 업무를 조금이나마 경험해볼 수 있었던 점은 가장 큰 수확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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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말로 전해 듣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인턴십 경험을 통해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
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은 분명하다.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인권 Human Rights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규칙 Labour Standards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Environment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Anti-Corruption
원칙 10: 기
 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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