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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와� 함께하는�사랑의�다문화�학교”� 멘토� 모집�안내�

� � 본�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초등,� 중등)에게� 다양한� 언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학교,�

사회� 내� 의사소통� 능력� 증진� 및� 긍정적인� 가치관� 정립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인성�계발에�이바지할�멘토를�아래와�같이�모집합니다.�

-� 아� � � 래� -�

�▮모집�대상�및� 지원�자격

▮활동�기간
� � *� 2023년� 3월� ~� 2024년� 1월� (※� 최소� 2학기� 이상� 활동� 가능자)

� � *� 1학기� :� 2023년� 3월� ~� 6월� /� 2학기� :� 2023년� 9월� ~� 12월(2024년� 1월까지�마무리�작업)

▮활동�내용

▮지원�방법

중등과정� 선택� 시�

우대�조건

(조건에�부합하지� 않아도

이에�상응하는� 언어실력을

갖추었다고�판단되면�

지원� 가능)

중국어
-� HSK� 6급� 수준의�해당�언어�자격증� 소지자

- 중국�해외연수�최소� 2년� 이상�경험자

일본어
- JLPT� N1� 수준의� 해당� 언어� 자격증�소지자

- 일본�해외연수�최소� 2년� 이상�경험자

러시아어�
- TORFL� 1급� 이상� 수준의�해당�언어� 자격증�소지자

- 러시아권� 해외연수� 또는� 해당언어� 교육�경험자

베트남어

- 해당�언어�관련� 자격증(국내외)� 소지자�가산점

- 해당언어� 해외연수,� 해당언어�교육�경험자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한국어
- 교육�경험자� 및� 한국어/국어교원자격증�소지자

- 해당언어� 교육�경험자국어논술
(2022년� 신설)

공통�자격

(초등� /� 중등)

� *� 멘토링� 활동으로�다문화�가정�학생의� 언어� 능력� 향상을� 도울� 수� 있는� 해당� 언어� 전공자

� *� 학부생� 및�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의� 학생� (이중전공생,� 휴학생,� 신입생,� 졸업생� 포함)

필수� 활동

멘토� 1인당�멘티� 5인� 담당(주당� 5시간) 1:1� 온라인� 화상�강의�진행(45분)

지정된� 양식의� 수업일지� 및� 필요� 서류�작성
멘토� 회의,� 멘토� 연수,� 멘토링� 교육,�

오프라인� 캠프

제출� 서류
접수�시� 이메일�제출

멘토�정식�지원�신청서

(22년� 12월� 19일~23년� 1월� 8일� 한국외대� 홈페이지)

최종합격� 후� 제출 어학�및�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 hufslanglg@hufs.ac.kr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 설정� [지원언어_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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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및� 선발�일정

*� 면접�및� 멘토연수�불참�시�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될�수� 있으며�교육원� 사정에�따라� 일정이�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외거주�등� 불가피한� 사정이�있는� 경우,� 교육원으로� 필히� 연락주세요.�

▮멘토�연수

� � *� 대상� :� 최종� 합격자�

� � *� 기간� :� 2023년� 2월� 18일� ~� 19일� (양일�간� 진행)� /� 장소� 추후�안내

� � *� 필수� 참석� :� 멘토� 교육,� 활동�안내,� 전공�언어� 교육

� �

▮활동�혜택�
� *� 한� 학기당�활동비� 140만원(세전)�지급

� *� 1년�이상�활동�시� 인센티브�지급

� *� 중등� 멘토는� 해외� 연수�프로그램� 참여� 기회�제공(선발하여� 진행)

� *� 활동� 기간에� 따른� 활동�증명서� 발급� (단,� 1년� 이상� 활동� 시� 발급�가능)

� *� 캠프� 참여�시� 소정의�활동비�지급

� *� 우수� 멘토�선정�시� 상장� 수여� 및� 상품�증정

▮상담�및� 문의
� *� 한국외국어대학교� 본관� 603호� 다문화교육원�

� � -� 문의전화� :� 02)2173-2588.� 2576,� 2551,� 2577,� 2586

� � -� 홈페이지(https://lgglobalschool.co.kr/ko� ),� E-mail(hufslanglg@hufs.ac.kr)

� � -� LG다문화학교�교육�및� 활동은� 유튜브�채널� “LG다문화학교”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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