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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진형 (044-203-6771)

<총 괄> 교육국제화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남하린 (044-203-6779)

한국에서 공부한 세계 인재들, 

세계와 한국을 잇다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귀국 환송회 개최 -

주요 내용

□ 110개국에서 선발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474명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귀국 환송회 개최 

□ 졸업생들은 한국과 세계 각국을 이어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국내 학위를 취득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의 

졸업(학부 29명, 석사 381명, 박사 61명, 연구과정 3명)을 축하하기 위해 8월 18일(목)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귀국 환송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에 졸업하는 474명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들은 총 110개국에서 

선발되어 우리나라 64개 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ㅇ 권역별로 아시아(249명, 52%), 유럽(79명, 17%), 아프리카(82명, 17%), 

아메리카(64명, 14%) 순으로,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계열(269명, 57%), 자연

공학계열(187명, 39%), 예체능계열(18명, 4%) 순으로 많았다.  

□ 마리아(STECIUK MARIA KATARZYNA, 폴란드, 서울대 석사)씨는 졸업생 

고별사에서 힘들었던 한국 적응을 잘 해내도록 도와준 교수, 친구 등 

주위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이번 유학생활을 계기로 한국과 

조국을 잇는 세계 인재로 성장하겠다고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졸업생 우수사례>

 - 스리랑카 중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웹 개발’ : 졸업생 딜라니(Dilani, 
스리랑카, 배재대 한국어교육학 석사)씨는 스리랑카 교육위원회와 함께 
협력하여 웹을 개발하였고, 해당 웹은 8월말부터 2개 현지 중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활용 예정임 

  

<한국어 학습 웹 화면 예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 추억소환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대상: Sann Thida(중앙대학교) 

   주제: 장학기간 동안의 한국관광 및 
문화체험에 대한 추억

최우수상: Bernard Jomari Blancada 
Razote(연세대학교) 

   주제: 어학당 친구들과 함께 독도 탐방하기

  

□ 교육부는 올해 한국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동문회를 직속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향후 동문 간 교류활동 등 동문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에 동문회장 자히드(ZAHID HUSSAIN)씨는 이날 환송회에서 졸업생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독려하고 동문회 활성을 위한 1:1 상담(멘토링), 봉사

활동 등 다양한 동문회 활동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 한편,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은 1967년 

시작한 사업으로, 전 세계의 고등교육 우수 인재를 초청하여 국내 대학(원)

에서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ㅇ 그간 배출된 7,400여 명의 졸업생들은 교수, 기업인, 공무원 등 전 세계의 

정계, 재계, 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동문 사례>

 - 그레그 스칼라토우(Greg Scarlatoiu, 루마니아): 1994년 초청, 서울대 
석사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수파펀 분룽(Supaporn BOONRUNG, 태국): 2003년 초청, 이화여대 
석사 / 방콕 쭐라룽껀(국왕설립학교)대학교 한국어학과장

□ 박지영 국제협력관은 축사에서 “낯선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한국에서 공부한 성과와 인연들이 중요한 

자산이 되어 조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세계 인재로 성장하길 

응원한다.”라고 졸업생들의 귀국을 축하할 예정이다. 

【붙임】1. ΄22년 8월 학위 취득 장학생 우수사례(요약)

2.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학위프로그램 개요

3. ΄22년 8월 말 졸업 장학생 현황

4. ΄22년 8월 말 정부초청장학생 귀국환송회 개요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진형 (044-203-6771)

<총괄> 교육국제화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남하린 (044-203-6779)

담당부서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책임자 센터장 김나현 (02-3668-1366)

국제장학센터 담당자 주무관 이나현 (02-3668-1342)

     

http://www.koera.kr


붙임 1  ΄22년 8월 학위취득 장학생 우수사례(요약)

연

번

이름

(국적)

수학대학

(과정)
우수사례

1

Bandaranayake 

Konara 

Mudiyanselage 

Dilani Maheshika

(스리랑카)

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학

석사)

▸모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돕고 싶어 <한국어 교육용 어플>을 개발

- (개발 동기) 모국인 스리랑카에서는 한국어가 

중학교 선택과목이자, 고등학교 전공과목이지만 

주 2시간씩 밖에 교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고등학교 입시 때, 한국어 과목 불합격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 (개발 과정) 석사논문으로 조국의 중학생을 위한 

온라인 기반 한국어콘텐츠 개발과 관련한 연구를 

하였고 스리랑카 교육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학습 

웹으로 발전시켰습니다.

- (어플 내용) 학생 스스로 어디서나 어플에 접속

하면 한국어 학습과 자기평가까지 가능합니다.

- (확산) 스리랑카 정부와 협의하여 한국어 학습자 

수가 가장 많은 2개교에 시범운영한 뒤 점차 

확산 할 예정입니다. 

- (통역사 자격)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작년에는 

사법통역사(싱할라어)를 취득하여 박사 과정에도 

스리랑카와 한국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Madrigal De La 

Torre Juan 

Manuel

(멕시코)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석사)

▸자전거로 종주한 대한민국, 한국을 직접 경험한 

소중한 순간

- (우수한 성적) 전공 외의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평균 4.31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연구를 

기반으로 국제학술대회와 학회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 (시제품 개발) 한국의 스타트 업 회사에서 기술 

팀장으로, 친환경 시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 (종주)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워지자 2년간 

한국 국토를 자전거로 여행(총 8,000km)하다, 

의류 브랜드 홍보대사가 되어 속초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도로를 종주하는 등 한국을 직접 경험

하였다.  



3

Tan Min

(말레이시아)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

석사)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서 말레이시아와 

한국 간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

- (교내활동) 유학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 활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유일한 외국인 기숙사 층장으로 사감과 함께 

1000여명의 코로나 검사부터 격리업무 까지 

해내면서 한국 친구들을 많이 사귐 

 ◾ 학생회에 외국인 대표로 참여해서 한국어를 

어려워하는 유학생들에게 멘토링을 하고 그 

경험을 살려 유학생 지원 인턴쉽에 참여

- (문화교류) 방학을 이용, 한국 댄스팀에 소속되어 

공연도 하고 말레이시아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영상활동도 꾸준히 하여 TV도 출연하였습니다.

- (한국 취업) 졸업논문도 한국어로 작성할 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이 커서 한국에 취업할 예정이고 

더 나아가 예술문화 분야에서 말레이시아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4

Bernard Jomari 

Blancada Razote

(필리핀)

연세대학교

(석사)

▸아득했던 한국과의 첫 인상, 성실함으로 극복하고 

이제는 대한민국 홍보까지 스스로 나서… 

- (적응 곤란)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향수병 등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 (한국어능력시험 6급) 처음에는 한국말이 어눌

했었는데 한국 친구들 덕분에 1년 만에 한국어 

능력시험 최고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 (한국을 경험) 논문을 2편이나 학술지에 게제

하면서도 1달에 1번 이상 한국 내의 도시들을 

관광하고 체험하는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 청도, 

태백, 영월 등 매력적인 도시를 경험하였습니다.

- (한국 홍보) GKS나 한국 유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2  GKS 개요 및 8월 졸업생 현황

□ GKS 개요

o (목적) 교육교류 활성화로 국가 간 우호 증진 및 상호 협력 강화 

및 개도국 등에 대한 교육부문 공적개발원조로 국가 위상 제고 

o (주요 내용)

- 기간 : 전문학사 3년, 학사 5년, 석사 3년, 박사 4년(어학연수 1년 포함)

- 지원내용: 항공료, 생활비, 어학 연수비, 논문 인쇄비 등

o (국가별 통계) ‘67~’21 초청 인원 

베트남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태국 미얀마 우즈베키
스탄

카자흐
스탄

말레이
시아

542 484 497 500 388 428 335 326 324 324 309
4.3% 3.9% 4.0% 4.0% 3.1% 3.4% 2.7% 2.6% 2.6% 2.6% 2.5%

미국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키르기
스스탄

방글라
데시 

에티
오피아 멕시코 파키스탄 기타국 계

270 302 280 265 245 218 193 189 182 5,865 12,466
2.2% 2.4% 2.2% 2.1% 2.0% 1.7% 1.5% 1.5% 1.5% 47.0% 100%

(‘21.9.1.기준, 단위 : 명)

□  8월 졸업자 현황

o  출신대륙별 현황

대륙별
박사 석사 학사 연구과정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아시아 35 57 196 51 15 52 3 100 249 52
유럽 8 13 70 18 1 3 0 0 79 17
아프리카 16 26 57 15 9 31 0 0 82 17
아메리카 2 3 58 15 4 14 0 0 64 14
계 61 100 381 100 29 100 3 100 474 100

 (‘22.8.1.기준, 단위 : 명, %)

o  전공계열별 현황

전공계열
박사 석사 학사 연구과정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문사회 25 42 230 60 13 45 1 33 269 57
자연공학 34 57 137 36 15 48 2 67 188 40
예체능 1 2 14 4 2 7 0 0 17 4
계 60 100 381 100 29 100 3 100 474 100

(‘22.8.1.기준, 단위 : 명, %)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55 55΄
등록 및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로비이벤트(포토존/사진촬영)

 

11:55~12:00 5΄ 축하공연/내·외빈 소개  

12:00~12:10

5΄ 개회사
국립국제교육원장

(代 고등교육국제화부장)

5΄ 축사
교육부 국제협력관

외교부 유네스코과장

12:10~12:15 5΄ 졸업생 고별사
 

고별사 2인

12:15~12:30 15΄ GKS 수료증서 수여/ GKS 우수상 
시상/GKS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

 
국립국제교육원장

(代 고등교육국제화부장)

12:30~12:35 5΄ GKS 추억소환 공모전 영상 상영 대상1, 최우수2

12:35~12:45 10΄ KOTRA 취업정보 KOTRA 차장

12:45~12:55 10΄ GKS 동문회 소개 동문회 회장
12:55~13:00 5΄ 기념촬영  

13:00~14:30 90΄ 환송 오찬  

붙임 3  ΄22년 8월 말 정부초청장학생 귀국환송회 개요

□ 행사 개요

o  행사명 : 2022년 8월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귀국환송회

o 일  시 : 2022. 8. 18.(목) 11:00~14:30

o  장  소 : 국립국제교육원 1층 국제홀(경기도 성남시 소재)

o  참석자 : 총 120여명 

(졸업생104명, 국립국제교육원, 교육부, 외교부, KOTRA등)

 

□ 진행 순서

 ※ 사회자 : 국립국제교육원 국제장학센터 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