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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소식지
신입생들을 소개합니다~
저는 몽골에서 온
에르덴볼로르라고합니다.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한국어 및 문화를 깊이
있게 배워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관심이 많으니까 많이 알려주세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저는 아르메니아에서 온 깜찍하고
귀여운 리아라고 합니다.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입니다.
2010년에 저는 한국에 매력에 빠진 후
한국에 가겠다는 제 간절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용~~~

저는 터키에서 온 아이발라라고합니다.
경영학과 석사과정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여행하러 온
한국에서 한국의 정을 느끼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한국 문화를 더 많이 경험하고
싶고,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서
한국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저는 태국에서 온 누쑤리라고 합니다.
별명은 짜자입니다.
소비자정보학과 석사과정입니다.
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생활 하는 동안 잘 부탁 드려요 ~^^

캐나다에서 온 아스마라고 합니다!
3년 전에 고려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한 결과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국대 영상영화학과에서
석사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악과 창조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단편 영화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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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온
아휘샤라고 합니다.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의생명과학과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매체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예르케마랄이라고 합니다.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입니다.
K-POP, K-Drama, 전통 악기 등을 포함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어를 제 진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다가 카자흐어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를 더
널리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한국어에 대해 많이
연구하겠다는 목적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또 건국대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친하게 지내면서
유학생활을 재미있게 보냅시다!
저는 유럽 독일에서 온
고하늘이라고 합니다^^
패션과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에
의류학과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한국에 취직할 예정이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핀란드에서 온 엘리나이고
문화콘텐츠학과 석사과정입니다.
저는 기획자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콘텐츠를 공부하러 문화 사업
시장이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한국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저는 도미니카에서 온
아넬이라고합니다^^
영화학과 신입생입니다.
보스턴에서 시나리오 공부를 했고, LA와
뉴욕에서 일하며 저의 근무 경력을 쌓기
위해 다양한 나라에 일 하러 갔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경험을 쌓은 후 아시아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아시아 제작과 스토리텔링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많이 배우고, 저의 단점과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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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소식지
1학기 문화교류 프로그램
2020. 6. 12.
건국대학교 학생상담센터와 함께한

슬기로운 유학생활
기말고사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 알렉산드라

2020. 7. 24.
홍대 포트링공방에서
직접 그리고 페인팅한

머그컵 핸드페인팅 체험
나만의 컵을 직접 만드는게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난디니
이외에도
비프 밀레나(브라질/국제무역학과 석사),
가리야와삼 메느카(스리랑카/축산식품생명공학과 박사)
졸업하였습니다!

졸업(수료)생들의 작별 인사

쇠린택
미얀마 / 수의학과 석사
저는 문화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또한 연구를 하면서 매우 즐거움과
흥미를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국대 호수를
걸어 다녔던 것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다시 오고 싶습니다.

밀로사블례비치 야나
세르비아/ 문화콘텐츠학과 석사
이제는 한국에서 취직하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건대 학생생활 동안 예쁜 기억에
남는 것은 아름다운 건대 일감호
옆에 친구들과 산책하면서 얘기하고
사진 찍는 것입니다.
다들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고 모든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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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겐 난디니
모리셔스 / 경영학과 석사
건국대학교에서 저는
Coco, Khusbhu, Olga, Oz &
Millena를 만나 건국 라이프를 더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 호수, 한강,
어린이대공원에서 걸었던 추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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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르쇼이 게르게이
헝가리 / 화학과 박사
KGSP를 통해 전주에서 한국어 배웠고,
5년 동안 건국대에서 공부하고,
이제 부터도 같은 실험실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일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좋은 친구 많이 만나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연락 자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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