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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한국학교 소개

역사 1977년1972년

개교
1982년 1990년 2022년

<재영어린이학교>가 설립 학교명칭을 

<런던한국학교>로 개칭

초등학교 정규 과정 시작 및

중등부 학급 신설

Chessington Community 

College 건물 사용

개교 5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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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 목표

한국인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며,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2. 특징

1)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한국어 교육

한국어 의사 소통과 과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수준별 학습 목적에 적합한 체계적인 교육 제공

2) 전통 문화 교육을 통한 한국인의 자긍심 향상

학생들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전통문화 교육을 제공

(국악 수업, 단소 교육, 한국 전통 미술, 태권도 등 프로그램)

3) 인성 함양 교육

런던한국학교의 교훈 (효. 예. 충. 은. 화)에서 강조하듯이 한국인의 미덕인 효와 예절 교육을 통해 실력뿐 아니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

4) 맞춤형 한글 교육

한글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 한글 수업 제공 (1:1 또는 1:2~4의 소그룹 지도) 

교육 목표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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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표

유치반, 우리말 초급은 12:50에 마침 

   유치반 - 초등 저학년 & 우리말 초급

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시간

9:00-9:40

9:40-10:20

10:20-11:00

11:00-11:40

11:40-12:20

12:20-12:50 (-13:00)

수업 교과

생활지도, 숙제 검사, 받아쓰기, 복습

국어 (말하기, 쓰기)

간식 & 국어 (읽기, 듣기)

예체능 : 체육 / 음악 (격주로)

수학(숫자), 놀이

수업 연계활동, 알림장 (하교 지도)

수학 수업은 학년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   * 4학년부터 격주 단소 수업 예정

   초등 중·고학년 & 우리말 중급

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시간

9:00-9:40

9:40-10:20

10:20-11:00

11:00-11:40

11:40-12:20

12:20-13:00

수업 교과

생활지도, 숙제 검사, 받아쓰기

국어

국어 & 간식

(수학) & 사회 & *(단소)

예체능 : 체육 / 음악 (격주로)

수업 연계활동, 알림장

* 단소 수업은 격주로 진행

   중학교

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시간

9:00-9:40

9:40-10:30

10:30-10:50

11:00-11:40

11:40-12:10

12:10-13:00

수업 교과

체육

국어

간식

역사

 *악기 배우기 (단소) & 수업 연계 활동

문학 통/번역

유치 (만 5~6세) 초등 (만 7~12세)

우리말반 (만 7~15세) 중등 (만 13~15세)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한글, 한국어, 활동미술, 음악, 체육

한국어, 국악, 음악, 체육

국어, 사회, 국악, 음악, 체육

국어, 국사, 번역, 국악,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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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부 교재

초등학교 교과서 (국어, 사회)

중학교 교과서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한국 문학집 / 영어 문학서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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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수업 현장 사진

예·체능 수업 현장 사진

수업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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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송편 빚기

개교기념일 & 학예회

어버이날 행사 추석 송편 빚기

운동회

졸업식스승의 날 일일교사

학교 행사



런던한국학교 (London Korean School)

Charity No. 1131189

Chessington Community College

Garrison Lane

Chessington

KT9  2JS 

대표전화   07958  599  153

이메일  headteacher@londonkoreanschool.com

www.londonkoreanschool.com

런던한국학교

홈페이지 QR co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