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LG와� 함께하는� 사랑의�다문화�학교”� 선발� 요강

� �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무료

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을� 비롯하여� 관심과� 재능이� 있는� 과목을� 온·오프라인� 프로

그램을� 통해�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가지�이상의� 언어와� 문화� 경험을�통해� 높은�자존감과� 자신

감을� 가지고�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 학교,� 사회� 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

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정립하여�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한� 글로벌� 인재로� 자라날� 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 래� -

■�모집� 내용

1. 교육� 과목� :� 공통과목� +� 선택과목

①� 공통� 과목� :� 세계시민교육(세계시민의식,� 다양성,� 상호연계성,� 인권,� 빈곤,� 환경,� 평화,� 국제개발)

②� 선택� 과목� :� 과학,�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중� 택1

2.� 지원� 자격

①�대한민국�국적을� 가진�다문화가정� 자녀(2020년� 4월� 기준� 초등학교� 1학년~6학년�재학생)

� � -�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며,� 한� 명이� 한국�국적인� 경우

� � -� 귀화자� 또는� 귀화예정자�자녀

� � -� 중도입국학생(국외출생자�중�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학생)

②� LG다문화학교� 1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할�수� 있는� 학생�

3.� 모집� 인원� :� 초등학생� 300명�

■�교육� 기간� 및� 내용

1.� 교육� 기간� :� 기본� 1년� 단위(2학기)로� 운영,� 2020년� 5월부터� 교육�예정�

2.� 교육� 내용

①�주1회�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동영상�강의� 교육)

②� 주1회� 이중언어� 1:1� 화상� 교육� 또는� 과학�온라인� 강의

③�연2회� 방학� 캠프� 프로그램� :� 1박2일� 오프라인� 교육(온라인�심화,� 심리,� 진로진학,� 학부모� 교육)

[과목�선택�참고사항]

*�한국어�과정은�중도입국자녀만�선택�가능

**� 부모님�중�한�분이�중/일/몽/베/인/태�언어권인�국내�출생�자녀의�경우�→�언어,�과학�중� 1개�과정�선택

***�부모님�중�한�분이�중/일/몽/베/인/태�언어권이�아닌�국내�출생�자녀의�경우�→�과학�과정�선택



■�모집� 일정

1.� 접수� 기간� :� 2020년� 4월� 1일(수)� ~� 4월� 26일(일)

2.� 선발� 기준� :� ①� 서류� 완성도� ②� 차상위� 계층� 우대�③� 지원� 과목� 자격증� 및� 수상실적� 우대

3.� 선발� 과정� :� 온라인� 접수� →� 서류� 심사� →� 최종합격

4.� 합격자� 발표� :� 2020년� 5월� 초� LG다문화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지원� 방법

홈페이지(http://lgglobalschool.co.kr/ko)에서� 공고문�내용� 확인� ->� 제출� 서류� 준비� ->� 과정� 신청

홈페이지� 내� 로그인� ->� 과정� 소개� ->� 초등� 과정� ->� 초등과정� 신청하기

*� 온라인� 지원만�가능� (우편,� FAX� 및� E-Mail� 접수� 불가)

**� 입학신청서� 외� 자기소개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본� 파일로� 첨부�

※� 공인된�언어능력�평가� 성적이�있을� 경우� 성적표� 및� 인증서�첨부� 가능

� � :� LG다문화학교�이중언어능력�인증시험,� HSK,� JLPT,� 과학경시대회�입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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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lgglobalschool.co.kr/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