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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원자력 전공자 

중소기업 인턴십을 지원하여 2021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인턴사원으로서 원자력 콘덴
서, 열교환기, 급수가열기, 탈기기 등의 원자력 
및 발전소에 필요한 기기들을 연구하며 설계부
터 제작까지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4개
월간 인턴 생활을 하였으며 4개월 이후 2021년 
11월부터는 정식 사원으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도 일을 하고 있는 지원자입니다.

제가 지원하게 된 계기는 대학교 4학년이 되
던 해에 수업도 그리 많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 
학교도 가지 않을뿐더러 취업에 대한 걱정, 졸
업에 대한 걱정 등을 하며 있을 때 인턴십 지원
사업이 눈에 들어와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남들보다 먼저 일에 대한 경험을 쌓고
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기소개
서였습니다. 자격증과 토익점수와 경험도 하나 
없었고 아직 졸업도 하지 못한 4학년이었기 때
문에 자기소개서에 적을 말들이 생각나지 않아 
시간을 많이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
로 자신 있었던 과목을 중점을 두어 자기소개서

를 적었고 앞으로 더 배워보고 싶은 것들에 대
한 내용으로 채워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었
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을 수 있던 가장 좋
은 점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업이
나 어느 곳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기회도 많지 않으
며 원자력이라는 전공을 살리기도 쉽지 않습니
다. 하지만 이 인턴십 프로그램은 원자력과 관련
된 기업들이 속해 있으며 원자력 전공자들이 쉽
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제약이 없이 원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이 먼저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산업협회에서 선발하여 기업에게 
넣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평하기도 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방식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참여기업에 대한 정보
가 부족한 점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소규모 기업이다 보니 기업
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기업이 무슨 일을 하
는지, 근무 환경은 어떠한지, 숙소가 제공되는지 
등의 정보가 알 수 없어 어떤 기업을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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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인턴십으로 지원하여 여러 원자
력에 관련된 업무를 접하고 사람들 함께 소통하
며 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방식과 노하우를 배
울 수 있었고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일들
을 처음 접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새로운 것
을 배울 때 직접 해보면서 느끼기 때문에 더 빠
르게 배울 수 있고 몸과 머리로 부딪혀 익히기 
때문에 좀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배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정식직원이 되면서 제 첫 직장
이 되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
며 전반적인 회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제
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여 받는 첫 월급은 정말 값
진 성과라고 생각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 아무것도 없었던 저에게 기회를 주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
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길잡이 같
은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