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호

건국대학교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소식지

문화교류프로그램
화분으로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위로를 주는 것
같았어요. - 타몬완
2022. 5. 27.(금)
건국대 학생상담센터 연계
개운죽 만들기

모래로 삶을 표현한
것이 기억에 남아요.

- 베르멧

실험실에서 개운죽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 미타
개운죽을 만들며
타인의 삶과 경험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 알리

2022. 6. 7.(화)

졸업 후 유럽에서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지금은 GKS장학생으로 동국대
영어영문학과 통번역학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후배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헝가리 / 국어국문학과 석사
18년 8월 졸업

현재 미국 회사에서 프리랜서 웹툰 작가를 하고 있고 개인
프로젝트도 병행하며 포트폴리오를 쌓고 있어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즐거운
대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즈베키스탄
영상영화학과 학사
22년 2월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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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한 마디
볼로르마 에르덴볼로르

아바그얀 리아

몽골 / 국어국문학과 석사
캠퍼스에서 벚꽃 구경한 것이 아직도
생생해요. 여러 나라 학생들과 같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르메니아 / 국어국문학과 석사
처음 건국대학교에 와서 국제처를 처음
방문하는 날이 기억에 남아요. 모두
따뜻하게 웃는 표정으로 맞이해주셔서 너무
따뜻했어요.
건국대학교는 지난 2년동안 저에게 아늑하고
따뜻한 집이 되었어요. 이제 곧 집을 떠나야
하니 너무 슬퍼요. 많이 그리울 거에요.

미르자갈리예바 예르케마랄
카자흐스탄 / 국어국문학과 석사
한국 전통 화장품을 직접 보고 체험했던 화장품
박물관이 기억에 남아요. 건국대학교를 다니며
인생에 필요한 지식을 많이 얻었어요. 좋은
친구도 많이 사귀고 다양한 문화교류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를 많이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좋은 추억으로
기억할 거예요.

타이트 아휘샤
트리니다드 토바고 / 의생명과학과 석사

대면 축제를 볼 수 있어 좋았어요.
건국대학교를 다닐 수 있어 너무 행복했고 많이
그리울 거에요.

얄시네르 아이발라
튀르키예 / 경영학과 석사
처음으로 건국대학교 축제가 대면으로 열리고
일감호에서 보트를 탔던게 기억에 남아요.
건국대학교 축제 때만 할 수 있는
경험이었거든요.
2년 동안 건국대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추억을
쌓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도 소중한 인연이 되었어요.

뚜엔

푸티깆핀요 누쑤리
태국 / 소비자정보학과 석사
학과에서 교수님, 선ㆍ후배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모습에 많이 감동받았어요.
국제처에서 마련해주신 문화교류프로그램을
유학생 친구들과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제 졸업하지만 학교, 한국 생활, 친구들
모두 다 그리울 거예요.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브두라만 아스마
캐나다 / 영상학과 석사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덕분에 함께 공부한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며 친해졌어요. 여러분 모두 파이팅!

무나바르 투스마토바
타지키스탄 / 국어국문학과 학사
건국대학교에 입학해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어요. 4년동안
함께해준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멀리 있어도 항상 기억할거에요.

1대1 한국어 도우미 프로그램
2022학년도 1학기 1차 1대1 한국어 도우미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학기 중 6주간 한국 국제도우미 학생들과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하며 건국대학교 생활, 한국 문화, 맛집도
공유하는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영

사리타

수라이

*활동사진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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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