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생� 모집은� 연� 2회� 이루어지며�지원� 및� 선발은� 연� 1회만� 가능합니다.

� (예시� :� 제1회� 선발에서� ‘응원드림장학금’� 을� 받은� 후,� 다음� 해� 선발(제3회)시� ‘응원드림장학금’� 또는�

‘희망드림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제1회� 선발� 장학생은� 이번� 회차(제2회)에� 신청할� 수� 없

습니다.�

■�응원드림장학금과�희망드림장학금의�중복지원은�불가합니다.

■� 장학생으로�선발� 시� 의무사항은�다음과� 같습니다.

1)� 장학금� 증서� 수여식� 및� 홈커밍� 캠프� 오프라인� 행사� 참여

2)� 장학금� 수여� 후� 수기�작성�및� 발표

■� 서류� 허위� 작성� 적발� 및� 계획서에� 쓰인� 대로� 장학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전액�

회수� 및� 졸업생�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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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LG와�함께하는�사랑의�다문화�학교

장학생�선발요강

�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이하� “다문화학교”라� 함)는� 과정�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수를� 마친�

후에도� 다문화학교�학생으로서의�소속감과� 자긍심을�보존하고�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성장하는� 데� 이바

지하고자�장학생을� 선발하오니�많은� 관심과�지원�바랍니다.

� ※� 코로나19� 여파로� 각� 가정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여,� 선발� 인원� 증원(영역별� 5명→10명)� 및� 지
원자격� 기준(희망드림장학금,� 중위소득� 100%→120%)을� 완화했습니다.�

0 � 모집� 분야

구분 목적

응원드림장학금
학업성적이�우수하고� 진로·진학의� 목표가� 뚜렷하여

노력하는�자에게� 수여

희망드림장학금 가정형편이�어려워�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수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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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및� 자격

공통요건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LG다문화학교의�과정을� 이수한

만� 16세� 이상� 졸업생

개

별

요

건

응원드림

장학금**

고등

1)� 『초·중등교육법』제2조� 2~4호에� 따른�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정부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2)� 직전� 학기� 국영수� 백분율� 평균� 40%� 혹은� 4등급� 이내

대학

1)� 국내외� 2·3·4년제� 대학교� 재학생

2)�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 성적이� 3.0/4.5� 이

상인� 자� (학업성적� 점수�환산� :� 2.7/4.0,� 2.9/4.3,� 혹은� B학점� 이상)

희망드림

장학금
2021년�기준�중위소득�120%이하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포함)***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귀화자로� 구성된� 가족(※�

외국인가족�및� 새터민� 지원불가)

**� 고등학교는� 학교� 특성에� 따라� 차등�기준을� 적용함.� 대학(2,3,4년제)은� 동일�기준� 적용� (수능� 성적표� 가능)

� � � 해외� 고등학교�및� 대학교� 재학�시� 반드시� 점수�환산하여�성적표� 제출

� � � LG다문화학교�활동�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참여� 등은�가산점� 부여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에�해당하는�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0인가구

건�강
보험료

직장가입 143,127 185,088 227,008 265,062 310,130 358,837 395,652 423,946 501,157
지역가입 131103 187,849 241,412 289,334 344,643 397,199 439,382 468,665 551,970
혼합 144,709 187,571 230,372 269,887 319,769 376,159 423,946 461,977 542,115

(단위� :� 원/월)

2 �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구분 선발인원 장학금(1인) 총액

응원드림장학금 10명 200만원 2,000만원

희망드림장학금 10명 200만원 2,000만원

총계 20명 - 4,000만원

※� 코로나19� 상황을�고려하여�이번(제2회)에만� 한시적으로� 선발인원�증원

(영역별� 5명� →� 10명)

1 � 선발대상�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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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1)� 신청방법

회원가입

LG다문화학교�

홈페이지

(https://lgglobalsch

ool.co.kr/)
� � ‣  

과정신청

홈페이지�내�

‘과정소개-졸업생�

과정�신청하기’� 클릭 � � ‣  

필요서류�첨부

첨부파일� 내려받아�

항목에� 맞게� 업로드

2)� 선발절차

신청서�작성

지원자

과정� 신청�완료 � ‣ 

지원자�

적격여부� 판단

지원자격,� 서류제출�

적합여부� 등� � ‣ 

서류심사

선발기준*에� 의거�

엄격하게�평가� � ‣ 

최종�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지�및�

개별통보

*‘응원드림장학금’은� 학교성적� 및� 진로․진학� 목표가� 뚜렷한� 학생,� ‘희망드림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최
우선�기준으로�삼아� 선발할�계획�

※� 최종� 합격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함

4 � 선발� 일정�

구분 기간

신청기간 1.� 18(월)� ~� 2.� 1(월)� 자정까지

1차심사

(적격여부�판단)
2.� 2(화)� ~� 2.� 3(수)�

2차심사

(서류심사)
2.� 4(목)� ~� 2.� 21(일)

최종� 합격자� 발표
2.� 24(수)� 예정�

※� LG다문화학교�홈페이지�공지� 및� 개별� 통보

장학금�수여식

3월� 초� 예정

※� 장소�및� 시간� 추후� 안내

※� 코로나19� 확산상황에�따라� 방식이�변경(비대면� 또는� 일부�참여)될� 수� 있음

https://lgglobalschoo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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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출서류�

모든�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으로� 제출

내용 해당�과정�

①� 장학금� 신청서

②� 장학금� 사용� 계획서

③� 주민등록등본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전체’,� ‘외국인가족� 포함’� 요청

공통

④�직전� 학기� 성적표

※� 대학� 신입생(2021년� 입학예정)의� 경우� :� 고3� 1학기�성적표� 혹은�수능� 성적표

응원드림

필수

⑤�어학� 성적� 증명서

⑥� 각종� 대회� 상장

※� 상장은�스캔(컬러)하거나,� 식별� 가능하게�사진� 찍어� 제출

선택

⑦� 2020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가족구성원이� 각각� 다른�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 가족구성원� 모두의� 건강보

험증�사본과�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또는� 국

세청� 연말정산(https://www.hometax.go.kr/)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내려받

을� 수� 있습니다.

희망드림

필수

⑧�가계� 형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복지대상자급여신청� 결과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교육비� 지원�

확인서,� 소득분위확인서� 4분위� 이내� 등)

※� 각종� 수급증명서는� ‘정부24(http://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

다.

선택

⑨�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⑩� 장학생� 서약서

장학생�최종� 합격자�

대상

※�응원드림장학금�신청자� :�①,②,③,④,⑤,⑥

희망드림장학금� 신청자� :�①,②,③,⑦,⑧

https://www.nhis.or.kr/
https://www.hometax.go.kr/
http://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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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문의처�

•� LG와� 함께하는�사랑의� 다문화�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다문화교육원)�

� � � ☏� 02-2173-2586,� 2588,� 2575� /� 오전� 10시~오후� 4시(점심시간� :� 12시~1시)

LG다문화학교�장학금�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자격]� 꼭� LG다문화학교�졸업생이어야만�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그렇습니다.� 본� 장학금은� LG다문화학교� 졸업생이� 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에도� 다문화학교� 학생으

로서�소속감과�자부심을� 보존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Q.� [신청]� 회원가입은�꼭� 해야� 하나요?� 부모님� 이름으로� 해도� 되나요?

A.�반드시� ‘수혜받고자�하는� 학생’의� 이름으로�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 홈페이지에�회원가입

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유형은� ‘졸업생’으로� 선택하고� 모든� 정보는� 장학� 신청� 기본사항에� 자동� 입

력되므로�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Q.� [신청]� 꼭� 온라인으로�지원해야�하나요?� 방문하거나�우편으로�내고� 싶어요!

A.� 정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접수� 및�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

라도�온라인으로�신청� 바랍니다.

Q.� [서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어떻게� 준비하나요?

A.� 1)� 온라인� 신청� 2)� 전화� 신청(1577-1000)� 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4)�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확인(연말정산용)

Q.� [서류]� (응원드림)� 수상실적과�어학성적이�너무� 많아요.� 다� 내야� 하나요?

A.� 서류� 제출에�제한�개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꿈과�연계된� 자료를� 선별� 후� 제출� 바랍니다.

Q.� [서류]� (희망드림)� 한부모� 가정이면서�기초생활수급자인데�서류를� 모두� 제출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가계�형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최대한�준비하여� 모두� 제출� 바랍니다.

Q.� [선정]�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장학금�분야별� 적합성,� 자기소개서,� 잠재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평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