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본인 소개 (UNISCA 몇기, 활동기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9 학번 김우중입니다. 2016 년 9 월부터 2017 년 1 월까지 UNISCA 멤버로 활동

했습니다. 

 

2. 현재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카카오벤처스 투자팀 인턴으로서 기술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3.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ICON 프로젝트로 시카고 갔을 때, 영어로 외국인 클라이언트 앞에서 처음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 힘들었습니다. 최종 리허설 직전까지도 수차례 미팅을 진행하며 수정을 해야 했고, 심지어 

제가 리서치를 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발표를 해야했습니다. 최종 리허설 발표가 마음에 들지 않

아 밤새 준비를 해서 다음날 발표에서 좋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얼마 후에 컨설팅을 도왔던 기업이 초기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터, Y COMBINATOR 로부터 투자가 

확정되었다는 소식과 도움이 되었다는 감사의 연락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저에게 던진 싱가포르 팀원의 질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DO YOU HAVE A COMPANY?"하고 묻길

래, 동료가 있는지 물어본 줄 알았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게 있니? (스타트업) 회사를 다니고 있

니?"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질문은 저희 문화권에서는 낯선 질문이었지만,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

나는 싱가포르에서는 학생들이 스타트업에 참여하는 것이 익숙한 문화라 저에게 기업가 정신이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4. 현재 하시는 일에 UNISCA 에서 얻은 경험이 어떻게 도움(연관)이 되었나요? 

ICON 을 통해 고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문제의 주체를 파악함에 따라 시장의 규모

를 가늠할 수 있었고, 또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이 얼마나 유효한지, 기존에 어떠한 시도가 있었으며 새로운 해결책은 그보다 얼마

나 나은지와 같은 접근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하는 일은 ICON 에서 했던 일과 비슷한 

업무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저에게는 UNISCA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이 실질적인 트레이닝이었고 

현업에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5. UNISCA 활동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UNISCA 활동이 UNIST 학생들의 굉장한 특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니, 해외 학회를 나가고 외국인들과 만나서 미팅을 하고 직접 

클라이언트와 만나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흔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를 통해 만난 국제 학생들과 협업하여 확장적 사고를 할 수 있었고, 논리를 연결시키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6. UNISCA 컨설턴트들에게 바라는 점 혹은 꼭 배워갔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질문하는 법을 배웠으면 합니다. 외국인 프로젝트 매니저와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해 완전히 잘

못된 리서치를 해서 시간과 노력이 허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운 교훈이 ‘확실하지 않을 

땐 꼭 물어봐야 하는구나’ 였습니다. 질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갔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