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LG와� 함께하는�사랑의� 다문화� 학교”� 학생� 추가� 선발� 요강

�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을� 비롯하여� 관심과� 재능이� 있는� 과목을�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할� 수�있습니다.� 과학� 과정에서는�과학에� 재능을� 가진� 다문화가정�우수자녀들에게�기초과학,� 문

화기술,� 글로벌리더십� 등에� 대한� 과학인재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학생들이� 미래사회� 창의인재로� 성

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창의력과� 넓은� 안목을� 가지며� 세계시민

의식을�함양한�글로벌� 인재로� 자라날�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 래� -

■�모집� 내용

1. 교육� 과목:� 공통�과목� +� 선택과목

� � ①� 공통� 과목� :� 세계시민교육

� � ②� 선택� 과목� :� 과학

2.� 지원� 자격

� �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가정�자녀(2021년� 3월� 기준� 초등학생~중학생)

� � � � -� 부모�중� 한�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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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모집� 인원

■�교육� 기간� 및� 내용

1. 교육� 기간� :� 기본� 1년� 단위(2학기)로� 운영,� 2021년� 3월부터�교육�예정

2.� 교육� 내용

①�세계시민교육

②�온라인� STEAM/SW�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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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과목
과정

모집�인원
초등과정 중등과정

과학 00명 0명 00명



■�모집� 일정

1. 접수� 기간� :� 2021년� 2월� 8일(월)� ~� 2월� 2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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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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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중등)� 온라인� 접수� →� 서류� 심사� →� 최종합격

4.� 합격자�발표� :� 2021년� 2월�말� LG다문화학교�홈페이지에서�확인

■�지원� 방법

1. LG다문화학교�메인�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온라인� 접수

� � � http://lgglobalschool.co.kr

2.� 온라인�지원만� 가능� (직접� 방문,� 우편,� FAX� 및� E-Mail� 접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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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과학·공학� 관련� 수상� 및� 프로젝트� 경험이�있을�시� 서류� 첨부� 가능

� � � � � 수상�실적�증명서,� 과학� 경시대회�입상,� 프로젝트� 관련� 서류� 등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1. 지원� 신청� 서류(신청� 전� 반드시� 다운로드�받아�손으로� 써서� 제출)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부모� 모두� 제출)

[해당자�제출�서류]

3.�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증명서

4.� 각종� 활동� 증빙� 서류(과학·공학�주제의� 프로젝트�및� 다양한�활동)

☏� 문의전화� :� 042-825-8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