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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역 사 문 화 체 험 학 습 (순 천 )

2015년 9월~ 부산교육청 인가 중도입국학생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중·고등학교)
2015년~ 법무부 지정 이민자(중도입국청소년)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2020년~ 법무부 지정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2016년 사단법인 글로벌국제비전센터 설립 인가
2016년 9월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영수증 발급기관) 지정
한국역사문화체험학습(순천)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국가정원

순천만생태습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원 (10월24-25일)

협약식

영화촬영장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RCY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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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국제학교에서는
♧ 한국어/한국문화 집중 교육
- 초급반 : 신입생을 위한 한국어 기초 중점 학습
- 중급반 : 한국어 교재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교육,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준비
- 고급반 :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귀화시험 준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준비
- 고등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 쓰기, 읽기, 듣기 영역 심화 학습

♧ 일반고 학생과 토요튜터링활동
- 경원고 독서동아리 학생과 1대1 멘토링 : 격주 토요일

♧ 다문화청소년 봉사활동
- 밥퍼봉사활동 : 매월 넷째 주 토요일(온종합병원 강당)
- 꽃밭가꾸기 봉사활동 : 매월 넷째 주 토요일(부산시민공원 참여의 정원)

♣ 2019학년도 재학생 현황

♣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합격자 현황

중학교 위탁

동의중학교 등 14명

1급

박*화, 응**리 (2명)

고등학교 위탁

백양고등학교 등 16명

2급

레**오, 손*치, 엄*주, 장*신, 장*밍, 쩐***늉 (6명)

기초반(학적준비)

10명

3급

김*수, 김***아, 누***니, 동*시, 사*칼, 원*산,
이*수 (7명)

정원 외 관리

20명

5급

양*희, 정*성, 한*진 (3명)

수학

한국사

♣ 교육의 이모저모

2019 조기적응교육

러시아어

미술

음악

일본어

한국어 쓰기 교육

보통교과 교육

중국어

베트남어
대안교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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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이모저모
▣ 진로직업체험학습

조향사체험(향수만들기)
(9월 20일)

▣ 진학상담

요리체험(피자만들기)
(10월 18일)

부산과학체험관
(12월13일)

국립부산과학관
(12월13일)

중고연계진로상담연구회
(11월 21일)

▣ 그 밖의 체험활동

숲체험
(사)한국자연생태놀이연구회
(11월 1일)

농촌체험학습
사과따기
(11월 15일)

성교육
부산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10월22일~23일)

사랑의 연탄나눔
(11월9일 토요일)

학국역사문화체험
표충사
(11월 15일)

한국전통문화체험(떡만들기)
부산출입국.외국인청
(9월 27일)

응급처치교육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RCY본부
(11월 5일~11월 26일)

다문화청소년봉사단 봉사활동
성운문화원과 환경보호
(11월 16일 토요일)

사랑나눔 김장나눔
(12월 7일 토요일)

청소년선도교육
부산진경찰서 청소년계
(9월 25일, 27일)

2019한‧아세안 푸드
스트리트 체험/놀이마루
(11월 22일)

“기부금영수증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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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후원】

【학교소개】

강민수 권은희 김연옥 김옥련 김일심 김진경 김진영 김현수
김홍화 노옥순 우에다마사꼬 박정심 송선애 송올가 오세련
오정옥 윤금수 윤병길 이미선 이종승 전명주 전성화 전혜선

글로벌국제학교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중언어교육 및 한국역사문화체험을 통
하여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일반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사랑으로 학생들의 적
응을 돕고 있으며 2015년부터 법무부 지정 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조기적응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정수화 정영일 천부건 최경인 최복수 최은지 최호진 호은정

【재정후원(개인)】
곽정환 권은희 권하순 김경희 김관동 김광렬 김기희 김동희 김봉국
김상준 김선주 김수진 김애숙 김양자 김영미 김영화 김영희 김옥수
김옥희 김용일 김우섭 김은정 김은호 김재형 김재희 김정진 김정필
김종미 김준수 김준영 김지홍 김창근 김치삼 김현수 김현태 김학철
김해성 김화련 김홍민 김홍화 김효정 노옥순 문하욱 동띠틴 박경수
박명순 박선화 박성자 박용애 박은덕 박창해 박현숙 박효생 배은희
배재원 백영애 서봉영 서영란 설명숙 송선애 송올가 송진우 송하앤
신옥숙 신춘매 양성관 양호철 엄정현 엄혜선 염영철 오세량 오세련
오정옥 옥숙련 유이골 유경희 유정윤 윤금수 윤상문 윤서정 원순례
이다감 이동건 이명진 이명호 이병용 이선영 이승정 이옥연 이옥찬
이전태 이정숙 이종문 이종승 이주성 이지신 이지영 이지훈 이진훈
이창숙 이채추 이태영 이형민 이홍종 장덕수 장동익 장명희 장윤서
장원석 장진옌 장현수 장혜경 장희숙 전명주 전성화 정규현 정기훈
정명진 정원태 정인영 정해영 조병애 조유진 조은경 조정순 조종갑
조현이 조형숙 진만성 진화련 차성숙 차혜영 채문자 채화석 천부건
최경인 최경자 최금순 최동길 최복수 최서정 최선희 최송옥 최연홍
최윤정 최은지 한갑인 한미희 한승희 한주성 한혜순 허 맹 허혜숙
황명선 황은진 황현복 홍수안 누자노바 박안나스타시아 신엘레나
예카트리나 응우엔티베하이 펑리줸 왕지아빈 자하로바나탈리
조웨이웨이 조전카이 찬빅토리아 탑김승성 팜티녹상

【재정후원(단체)】
㈜국민은행부산지역영업그룹 동곡장학회 디앤비커뮤니티
마이퍼퓸 모든오피스진해점 미치과 법무부법사랑위원부산동부지역협의회
부산중앙교회 삼일미래재단 (사)성운문화원 신세계제빵학원
SR렌탈사무기기 ㈜조흥기업 ㈜제이엠커피컴퍼니 청십자신용협동조합
쿠쿠사회복지재단 평화교회 풀무원진사상키즈 항서교회선교부
항서교회 현승지앤티

【물품후원】
강석정 고종수 부산과학체험관 부산진경찰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사)부산플로리스트협회 삼삼횟집 세종사이버대학교 LG전자
온종합병원 윤근수 최은지 공무원연금공단부산지부 평화교회
풀무원 ( 사) 자연생태놀이연구회 ( 재) 주니어그린닥터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한국다문화청소년부산협회

【협력기관】
강남의원 교육법인㈜네오에듀 놀이마루 뉴욕서울치과
무지개청소년센터 대한적십자사부산지사 도로교통공단부산지부
부산교육대학교대학원 선거연수원 부산진경찰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세종사이버대학교 신세계안과 온종합병원
이샘병원 (재)주니어그린닥터스 중고연계진로상담연구회 평화교회

글로벌국제학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
됩니다. 다양하게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
으로 감사드리오며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
립니다. 후원해 주신 분께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을 발급해드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137301-04-291437
부산은행 318-01-000808-0
예금주: (사)글로벌국제비전센터 글로벌국제학교

【연락처】

홈페이지: http://gischool.net
전화: 051–818–0087｜070-8806-0087
팩스: 051-818-0180
e-mail: 2010gis@naver.com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68번길 92
(전포동) 평화교회 4층

【오시는길】
지하철: 2호선 전포역 6번출구에서 5분
버 스: 5-1, 24, 43, 52, 57, 80(경남공고 하차)
138-1 (전포역 하차)
54(부산진여중 하차)

【약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