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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다문화학교 11월 몰입캠프 개요

다문화, 시(詩)로 사랑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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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시(詩)로사랑을말하다!

- 그동안 언어과정 온라인수업과 몰입캠프를 통해 갈고 닦은한국어, 이중언어 실력을유감없이 뽐낼 기회! 

- 학생들은 언어권별코디네이터 사전영상으로 미리 시에 대해학습한 후, 남이섬에서다문화 백일장 개최

- 한국어 영상(시 공통요소-시의 정의, 비유법 종류, 시종류 등)은 모든 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며, 해당 언어권에 특화된 시종류나

비유법, 특징 등은 각 언어권별 영상으로 학습(LG다문화학교유튜브 채널 업로드 완료)

- 한국어 시제는 캠프당일 제시, 이중언어 시제는영상에 제시(대주제 : ♥ / 소주제 : 최애, 썸, 나)  * 자세한 설명은별지 참조

- 이중언어 시는 외국출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초안작성

- 캠프 당일엔 ‘한국어’ 만 심사(장원 1, 차상 2, 차하 3, 참방 4) 

- 수상자 : 상장과 부상 수여

Date 2019년 11월 23일(토) 10:30 ~ 11월 24일(일) 16:00 외대도착예정

Attendee

Venue

- 캠프 장소 : 남이섬 / 집결 :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캠퍼스 본관 앞 나무계단(서울특별시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 해산 : 서울, 경기 제외한 지방 학생들은가평역에서 픽업멘토와 함께 해산, 나머지 인원은 집결장소에서해산

- 숙소 : 남이섬 정관루(경기 가평군 가평읍 북한강변로 1024)

Theme

Title

2. 캠프개요

• 약 50명 내외

• 몰입교육 학생 36명(한국어 5명, 중국어 9명, 인니어 4명, 일본어 7명, 몽골어 5명, 베트남어 6명)

• 몰입교육 멘토 8명(한국어 1명, 중국어 2명, 인니어 1명, 몽골어 1명, 베트남어 2명, 일본어 1명)

• LG다문화학교 관계자및 연구원 등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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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프로그램 진행내용 비고

~10:30 집결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캠퍼스본관 앞 나무계단
- 지방 학생들은

픽업멘토와함께 집결

10:30~12:00 이동 단체버스이동(한국외대 -> 남이섬 / 약 1시간 30분 소요)

- 캠프개요간단 설명

- 방배정 안내

- 한국어 시제 제시

12:00~13:00 중식 장소 : 유명숙닭갈비(가평나루주차장 옆) / 메뉴 : 숯불닭갈비

13:00~14:00 이동 및 방배정 가평나루 -> 남이나루 -> 숙소 -> 방배정 후 짐풀기

14:00~16:00
우리들의추억, 

남이섬과함께

• 언어권별멘토, 학생들이 함께 남이섬을거닐며, 각종 프로그램 참여 (해외연수사전교류영상촬영, 

‘안데르센의동화나라‘ 등 전시 관람)

• 액티비티(스토리투어버스)

16:00~18:00 명랑 운동회

장소 : 남이섬잔디밭

• 간단한 체육활동도구 마련(교육원 구비)

• 홍팀, 백팀 대항(제비뽑기)

• 단체줄넘기, 2인 3각, 2인 줄다리기, 수건돌리기등(이 중 3~4개정도, 30분씩)

18:00~19:00 석식 장소 : 한식당남문(뚝배기불고기)

19:00~20:00(30)
다문화, 시(詩)로 사랑을

말하다!

장소 : 명강홀

• 한국어 시 작성, 이중언어 초안 옮기기(멘토도움)

20:00(30)~21:00 남이섬 달빛기행
• 관람객들이모두 빠져나간 남이섬! 멘토와 학생들이 메타세콰이어길에서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고, 

은은한 야경과 함꼐 멋진 사진 찍기!

21:00~22:00 하루돌아보기작성 각자 숙소로 돌아가 하루돌아보기작성

22:00~ 취침

3. Time Table(1일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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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프로그램 진행내용 비고

07:30~08:00 기상 및 세면

08:00~09:00 조식 각 방별로 식사

09:00~11:00 해외연수사전 준비

• 해외연수국가에서 “Inter+” 프로젝트 준비(학생들이직접 계획하고 참여)

- ”Inter+”(“-사이의”, “상호간의”)라는뜻으로 inter-cultural 입장의다문화가정자녀의활동을

뜻함

- Inter-Act (interact) – 소통(교류), 상호작용을하는 활동 : “한국어“, “한국 놀이”, “한국 음식”

을 현지인에게 현지어로소개, 설명하며함께 교류

- Inter-Pret – 통역관활동 : 언어인재과정학생으로서현지에서 통역관으로활동

11:00~12:00 백일장 시상 및 장원 발표 장소 : 명강홀
- 상장, 부상 수여 및

장원 작품 낭독

12:00~13:00 중식 장소 : 한식당남문(비빔밥)

13:00~14:00 이동 남이나루->가평나루->단체버스탑승

14:00~16:00 이동 남이섬 주차장->가평역->한국외대 서울캠퍼스

3. Time Table(2일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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