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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3.(목)

건국대 학생상담센터 특강

지친 코로나 일상 속에 잠시나마
힐링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리아

유학생 친구들과 상담 선생님들이랑
소규모로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멜린다

2021. 6. 29.(화)

국립한글박물관과 함께하는

저는 캘리그라피 좋아해서 오늘 프로그램에 참석한 것에 너무
만족합니다. 한글 캘리그라피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볼로르

한글 캘리그라피 뿐만 아니라 한국 서체 교육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고 실습까지 함께 해서 완전 재미있었어요! -이은기

2018년 8월부터 시작된 한국생활 중 어학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겼던
한국의 첫눈은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한편에 건국대학교에서는 직접 그림을 가지고 컵을 만들었던 기억은 좋은 추억 중 하나입니다.
나만의 유일한 컵을 내 꽃 그림이 그려진 컵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억을 만들어 주신 이민경 선생님과 전소연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한국 학교생활이 힘들 수도 있지만, 모든 후배들이 건국대학교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좋은 추억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건국대학교를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미얀마 / 인프라시스템공학과 석사

지난 3년 동안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좋은 친구들 만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친구들과 한국에서 첫 여행을 했던 것은 잊을 수가 없다.
전공 공부를 하면서 좋은 동료들을 만났고,
건국대학교에서 잊지 못할 추억은 아침 일찍 일감호 구경한 것이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일감호 구경하고 보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지만 힘내고 공부한 만큼 열심히 놀아야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가끔 자신이게 휴가 좀 주면 좋겠다. 파이팅!
가봉 / 경영학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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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신입생들은
첫 학기에 같은 학과 한국인 선배와
신입생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어요.
건국대학교에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수강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전공수업 과제는 어떻게 하는지 등
멘토에게 한국 학교생활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코로나라 매번 만나지는 못하여 아쉬울 때도
있지만, 비대면으로도 꾸준히 소통하며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였어요.
4월에는 신입생들과 멘토들과 다 같이
멘토&멘티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였어요.
함께 짝을 지어 퀴즈도 풀고 게임을 하니까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렇게 신입생 멘티와 한국인 멘토가 만나
또 하나의 한국 유학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J

안녕하세요. 스리랑카에서 온 메느카 입니다.
저는 2016 KGSP 장학금 받아서 건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였고,
백현동 지도교수님 실험실(생물공학)에서 2020년 8월에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10일부터 스리랑카 Uva Wellassa University에서 Senior Lecturer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교수님과 박사님 모두 지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강의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만날 수 없어서 아쉬워요.
지금까지도 건국대학교에서의 생활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교수님 실험실에서 일했던 경험들이 기억에 남고, 건국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 매우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캠퍼스의 봄 풍경은 아주 아름다워서 다시 보고 싶어요.
나중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한국에 꼭 가고 싶습니다. 지금도 공부할 때 만난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는데,
다시 한국에 가게 되면 그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고 김치도 먹고 싶어요.
건국대학교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지만, 한국 문화 배우는 것도 좋고
아름다운 한국 여행 가는 것은 더더욱 좋아요. 그럼 모두 좋은 한국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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