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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University of Michigan으로 유학을 가

사실 긴장감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점이

서 입자물리학을 연구하게 된 것은 대학원을

반갑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외국생활의 긴

선택할 때 KIAS 고병원 교수님 외 여러 분들

장감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 저의 연

께서 해주신 조언의 덕이 컸습니다. 그리고 박

구안목이 생긴 것도 사실이지만, 낯선 환경

사과정 중에 안식년을 보내시던 전응진 교수

과 수많은 외국학자들 틈에서 서툰 영어로 하

님을 만났고, 그 인연으로 해마다 여름이면

나라도 더 생각하고, 하나라도 더 잘해보려는

KIAS를 방문하여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었습

치열함에 지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

니다. 제 연구를 소개하고 소중한 피드백을 받

만 KIAS에서 연구를 막 시작하던 저에게 선

을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KIAS에서 훌륭한

배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가

교수님, 박사님들과 같이 연구할 것을 꿈꾸게

KIAS에서 연구원들과 치열하게 토론하던 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이 끝나고 병역특

가 그리워요. 내 연구의 전성기였어요.”, “조용

례 시기로 고민하고 있을 때, KIAS의 배려로

할 수 있는 KIAS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진지

University of Chicago에서 포닥으로 연구를

하게 깊이 있는 생각들을 했던 것이 지금의 내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연구의 바탕이기도 해요.”, “나는 KIAS에서 나

이런 인연으로 시작하게 된 KIAS 연구원 생

의 가장 훌륭한 논문을 썼어요.” 모두들 치열

활은 솔직히 기대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먼

함과 진지함을 잊지 말기를 당부해 주신 것 같

저 기대가 컸던 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습니다. 이 소중한 조언들 덕분에 그 어느 때

이 모인 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보다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점이었습니다. 반면, KIAS에서 진행되고 있

그동안 얻고 배운 KIAS의 배려와 주변 분들

는 연구에 제가 잘 융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의 관심으로 얻을 수 있었던 연구 경험은 이제

행여나 익숙한 한국에 돌아오면 6여 년간 외

제가 KIAS에서 더 큰 배움을 추구하는 데 큰

국 생활을 하며 얻었던 긴장감을 잃지는 않을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해 온

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원 생활을 하면

연구 주제들과 이곳 연구원 분들의 열정과 지

서 그런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식들을 접목시켜, 함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

되었습니다. 연구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제 얘기

고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이곳의 좋은 환경에

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의견을 주셔서 흥미진진

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훌륭한 연구진들

한 연구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 열심히 고민하며 배워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