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사공동 ‘다문화가정 랜선한글교실’ 추진

 선발 규모 및 방안
 대상 : 중도입국자녀 중심 다문화가정아동 대상, 50명 규모
 선발 : 교육청 주도로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발송 및 대상자 선발
 교육 기간 : ’22. 8월 ~ 23. 1월(6개월간)

 세부 추진(안)
 대 상 : 다문화가정자녀 중 중도입국자녀 중심 시행
※ 중도입국 자녀 : 결혼 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한 이후 본국에서 한국으로 데려온 자녀로서 부모
경제활동에 따른 방치 및 한글교육 소통부재로 사회와 단절

- 교육청 집계 총 9,150명 (초등 5,088명) 추산 (‘20년)

 내 용 : 한글 학습, 한국문화 적응교육 (4~6개월 과정)
 방 식 : 교육청, KT, ㈜대교 협업 추진
- 교육청 : 대상 아동 선정, 교육지원
- KT/재단 : 교육기획 총괄, 교육사업 관리
- ㈜대교 : 멘토 선발 및 운용 (한글교육 및 심리상담 가능한 전문학습지교사 확보)
 활용 프로그램 : KT(교육플랫폼 ‘랜선 EDU ON’), ㈜대교(‘눈높이한글’ 컨텐츠)

간단한 접속방식

온라인 학습구현

이메일로 온라인 학습방 초대

교재화면 공유

온라인 학습방으로 이동해서 학습방 입장

실시간 채점 및 문제풀이 가능

교육 컨텐츠 구성(안)

‘체계적 한글학습’과 ‘정서지능 향상 EQ프로그램’ 및 ‘체험학습’ 병행

 한글 학습
 목표 : 체계적 한글 습득, 1500편의 글감 영역별 학습으로 표현∙ 이해력 상승
 교재 : 주1회 1권 (총 16단계)로 구성, 단계적 한글학습 완성
-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문법, 문학 등 전 영역 학습
- 교과서 외 글감으로 낯선 글에 대한 적응력과 이해도 향상

 정서지능 향상 EQ학습 (한국사 배우기 ∙ 직업체험 포함)
 목표 : 일상생활 및 또래관계 등 상황에 대한 인성 및 사회적 기술향상
 교재 : 정서 안정 및 사회적 관계 증진을 도울 수 있는 주제중심으로 구성

 체험 학습
 목표 : 도서관, 놀이공원, 동물원 등 즐거운 놀이와 생생한 현장학습을 병행
※ KT임직원 참여를 통한 나눔봉사 병행, 단, 코로나상황에 따라 탄력적운용

 다문화아동 심리Care
 목표 : 다문화아동의 한국문화 적응상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care
※ 부모와의 소통의 어려움, 거주 불안정성, 문화적 혼란 등 아동 정서 돌봄

멘토 (한글 및 심리상담 전문교사) 운영

 선발 규모 및 방안
 인원 : 학생수에 따라 1:2기준, ㈜대교※에서 선발
 요건 : 멘티 EQ 교육병행을 위해 한글 및 아동심리전문교사로 구성

 자격 기준


심리, 사회복지, 교육학, 특수교육 관련 전공자로 아동 정서 및 발달에 대한 이해가 넓은 자



아동복지시설 및 인지, 학습, 놀이, 언어 치료 관련 경력자 및 유관기관 경력자



아동 교육 관련 경력자로, 자사 내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학습 개요
 구성 : [국어+EQ발달+특별학습+체험] 결합프로그램으로 심리Care 병행
 시행 : 온라인학습 월간 총 6회, 체험학습 2회
① 국어학습+EQ발달※ : 매주 1회, 월간 총 4회, 16주 완성 프로그램
② 특별학습 : 격주 1회씩 총 2회, 한국사. 직업 체험 등
③ 체험학습 : 학습기간중 2회. KT임직원과 함께 놀이공원, 고궁 등 문화체험

EQ발달※ : 일상생활 및 또래관계 등 상황별 인성 및 사회적 기술향상을 위한 정서지능향상교육
-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
- 자기에 대한 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 습득 등
㈜ 대교※ : 온라인한글교육이 가능한 교육업체 대상, 희망나눔재단에서 시장조사 및 선정
- 1976년 7월 설립, 교사 9,055명 보유, 다문화가족교육서비스 후원협약 체결 (2009년)
-교과+비교과 통합전인교육을 위해 심리상담 및 멘토링서비스에 특화된 ‘드림멘토’ 운영
-‘07년 이후 서울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1만명 이상의 다문화학습 지원사업 수행중

※ 멘티 제공 장비
 학습 기자재 : 수료시 기증
교육 장비

주요 스펙
◯ 모델명 : 갤럭시 탭 A7
◯ 디스플레이 : 263.1mm(10.4inch)
◯ Wi-Fi, 64GB, Android, 다크그레이
◯ 외관사양 : 157.4*247.6*7.0, 476g

 웰컴키트 (ESG 취지에 맞춰 과다포장 지양)
구성품

이미지

케이스 겸
거치대

터치펜

구성품

이미지

이어폰

에코백
(340*290)

 사기진작을 위한 학습용품 ‘희망박스’
- 구성 : 초등학생 니즈에 맞는 1인당 5만원 상당 학습용품 매월 선정
- 전달 : 매월초 각 가정으로 택배 배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