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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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문화교류프로그램

신입생을 소개합니다

2021. 1. 13. 구해줘!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울잔이라고 합니다.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입니다.
한류 통해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의 매력에 빠진 저는
카자흐스탄 대학교 한국어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면 알수록 관심이
많아져서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건국대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김 율리야라고 합니다.
문화콘텐츠학과 석사과정입니다.
케이팝, 드라마, 음식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아름답고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콘텐츠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려인으로서 한국문화를
더 깊게 알고 싶습니다.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함께 한국 여행 사진을 보여주고 얘기해서 좋았고,
같은 학과 선배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알리만

2021. 3. 11. #해시태그로

저는 케냐에서 온 21학번 신입생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환경보건학과 학사 과정입니다.
고등학교때 저는 한국음악, 영화, 문화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꼭 가 보고 싶어서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저는 그 기회를 빨리 잡았습니다 ^^
다른 문화에 대해 많이 배우고 내 문화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건국대학교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국제처 외국인학생센터

나를 표현해봐

취미, 장점 등을 공유하며 서로에 대해 더 알 수 있었어요.
같이 게임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발라

축하합니다

저는 케냐에서 온 기드온이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전기전자공학입니다.
높은 교육 수준과 좋은 문화 때문에
한국에 왔습니다 .

저는 동티모르에서 온 유학생 멜린다예요.
지금 국어국문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건국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이유는
드라마에서 건국대학교 이름이 가끔 나오고,
인터넷에서도 봤는데 서울에 있는
예쁘고 넓은 대학교 중 하나여서
건국대학교를 선택 했어요.
저는 기타를 칠 줄 모르지만 배우고 싶어요.
혹시 기타를 칠 줄 아는 친구가
있으면 사귀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가 심각해서 친구들을 만날 수 없지만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집콕생활!

2020 GKS 학업성적 우수상 – 아로카 로사스 사울로 루벤(석사/영상학과)
2020 GKS 수학대학 홍보동영상 공모전 우수상 – 이은기(학사/영상영화학과)

국제처 이동혁처장님 & 외국인학생센터 이중혁센터장님과 함께
상장수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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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한국어
도우미 프로그램

테드라 예아브스라 아베베
TOPIK 읽기와 쓰기부분의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서 도움이 되었고,
단어들과 문법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음비오코 은조 제슬리 졸렌

요리, 음악에 대한 관심사가 비슷해서 대화가 잘 통하였고,
특히 간디의 연설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즈잔 제렌

나펠 프레드릭 루이스 가시미르

직접 배우고 싶은 문법이나 신문기사를 찾아와서
함께 글을 읽고 발음 교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쓴 에세이를 바탕으로 첨삭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쉬웠지만,
몰랐던 다양한 한국의 문화에 대해 알았고 대화하면서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얄시네르 아이발라

아브두라만 아스마

대화가 잘 통해서 한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프로그램을 통해 회화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마다 도우미학생이 잘 대답해주었습니다.

캐나다 영어와 미국 영어는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좋아하는
노래 추천 등과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한국어로 말하며
말하기 실력과 TOPIK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메트사살로 엘리나

글을 함께 보면서 잘 몰랐던 표현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TOPIK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바그얀 리아
한 문장 씩 번갈아서 책을 같이 읽으면서, 한국어 발음을
교정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단어공부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0학년도 2학기 활동 중 일부 학생들의 후기를 공유합니다.
건국대학교 국제처 외국인학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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