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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교육을 통한

실력있는 글로벌 리더,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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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진리를 사랑하고 

학문을 연마하며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에 공헌할 

능력있는 인간을 기른다.

성덕고등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할 능력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은 내실 있는 창의적 수업을 통해 

기본 실력을 탄탄히 하고

문·이과를 아우르는 융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미래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풍부한 감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배려와 나눔의 교육을 실천합니다.

성덕고등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의 세 가지 핵심인 

지·덕·체가 조화롭게 계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성교육과 

체육활동, 예술 활동을 통한 전인교육에 최우선을 두고 있

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인 창의융합교육을 실시하여 통섭의 능력을 

통해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덕고등학교장장 

전 성 은

태평양 학원 재단인 성덕고등학교는

참된진리를 사랑하고 학문을 연마하며,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에 공헌할 능력있는 인간을 기른다.

라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전인교육을 통해 세계를 이끌어 갈 

봉사하고 섬기는 미래의 지도자를 길러 내는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의 산실입니다.
학교법인 태평양학원

이사장 서 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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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최우수 명문학교

최우수 학생들이 

가장 오고 싶은 학교

성덕고 입학은 인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워너비
성덕고 고교 입학 경쟁률 서울 시내 204개 고교 중 8위 (2018.2.20)

“204개 일반고 중 경쟁률 

30위권에 든 고교는 공통적

으로 ▲해당 학군 내에서 학

생수가 많아 내신에 유리하고 

▲대학 진학 실적이 우수한 

고교였다” 

- 조선일보 기사중

개교 6년, 졸업생을 이제 3회 

배출하여 아직 신생고교라 할 수 있는 성덕고가 고교 입학 경쟁률에서 서울시 전

체 204개 고교에서 8위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우수한 대학 진학 실적때문이

었다. 입학할 때의 성적을 뛰어넘는 진학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겨주기때문

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성덕고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성덕고는 한 학년에     

8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위의 기사처럼 내신에 유리하게 때문에 지원하는 학교에

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몰리는 성덕고의 비결은     

학생들을 위해 힘을 다해 애쓰는 교사들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창의적 학교 활동을 

만들어 나가는 학교의 의지와 열정 때문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Seong deok 
vIewed
from tHe 
medIa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기독교 최우수 명문학교입니다!
EBS 미래를 여는 교육 50분 단독 방송

바람직하고 건전한 공교육의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취지로 방영중인 EBS지상파 프로그램 미래를 여는  

교육 에 성덕고의 아침 TED 방송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 토론 프로그램, 예절 인성 교육 등이 방영되었다.

녹화를 하러 온 EBS PD와 작가는 예비로 가져온 카메라 메모리와 배터리까지 다 사용할 정도로 방송으로 내보

낼 프로그램이 풍부해서 편집에 고민을 해야한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이처럼 성덕고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은 미디어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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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 Deok
high School

IntroductIon 교육 과정과 학생 현황

학년 과정/계열/과 학급수
재적인원(학생수)

남 여 계

1학년 개방형 교육과정 8 116 104 220

2학년

인문사회학과정 3 42 64 106

인문경영경제과정 2 30 17 47

과학수학창의과정 1 7 9 16

자연공학과정 2 55 24 79

3학년

인문사회학과정 2 32 66 98

인문경영경제과정 2 34 12 46

과학수학창의과정 2 20 29 49

자연공학과정 2 52 31 83

(단위 : 명)

교직원 현황

교장 교감 학급수 교사 1인당 학생수

1 1 50 14.88

(단위 : 명)

참되고, 슬기롭고, 아름답게

교훈

도덕적 품성 교육, 바른 지성 교육, 

창의융합형 교육, 세계화 교육

교육중점사항

진리탐구인, 창의융합인, 

세계인, 섬김과 나눔의 지도자

구현하고자 하는 학생상

학교유형 :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남여 공학)

기숙사 운영 여부 : 운영 안함

학교코드(NEIS) : B100000609

학교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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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체 활성화를 통한 

바른 품성과 어울림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박2일 생활관 예(禮)·지(知)·인(仁) 프로그램

생활관 입소를 통한 인성교육 [예절과 상호존중의 중요성 체득]

•학생들의 지(知),정(情), 의(義)를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교육을 실현

•개인적 자아실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도덕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인성 및 예절교육은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관련된 교육을 실시

•학급 프로그램 운영은 담임교사가 학급 특색에 알맞게 사전 계획하여 실시

채플활동

기독교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

•수요 학생기도회 및 절기·특별 행사를 시행

•채플 시에는 애드미 찬양 밴드, 기독합창반 등을 활요

•기독학생회(Y-teen)등 기독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자신과 타은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올바른 인성을 교육하는 종교 수업을 실시

Seong Deok project 

perSonalIty educatIon 01
: 성덕 인성교육 프로젝트

HIgH expectatIonS and HIgH re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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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사학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세요.

토요 글로벌융합세미나

• 20여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학생들의 지식 융합 능력과 토론 능력을 

기르는 토요 프로그램

•  서로 다른 영역의 두 명의 교사가 CO-TEACHING을 통해 학생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대상을 분석할 수 있도록 유도

•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진 문제해결식 

수업 지향

컴퓨터 코딩·3D&IOT 아이디어 메이커 캠프

• 4차 정보 산업 사회에 대비한 정보화·창업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코딩 및 3D를 이용한 실제 목업(MOCK-UP)제품 디자인 및 제작

• 학생들의 아이드어를 토론·토의를 통해 모의 창업까지 연결하는    

프로그램

토론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성덕 포럼 : 학교 내·외의 문제에 대해 교사와 학생이 평등한 입장   

에서 논의를 전개하여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배우는 프로그램

• 창의적 의사 프로그램 : 공감과 소통의 방법을 통해 서로의 지식을 

통섭하고 연대하는 방법을 배우는 등 인성과 토론 능력을 함께 기르

는 프로그램

• 각종 토론 대회 : 영어 토론 대회, 과학적 사실에 대해 규명하는 과제 

해결 토론대회, 성덕국어토론대회 등 다양한 토론 대회를 통해 남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발표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전개

토론 인문학교실

• 환경, 문화, 경제, 예술 등의 다양한 전문가외 만나는 프로그램

• 강연과 관련된 이슈를 매번 원탁 토론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창

출  하여 공유

• 자신의 삶과 사회를 인문학적인 관점을 통해 성찰하는 자기 발견

의 시간

NIE 및 TED 아침 교육 프로그램

• 학생들이 근래의 뉴스를 가지고 직접 만든 NIE 자료를 바탕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NIE 방송 프로그램

• 주 2회 시사적 쟁점에 대해 비판과 다른 분야에의 적용을 학생들    

스스로 생각해보고 창의적인 글로 표현하는 능동적 프로그램

• 학생들이 기획하고 학생들이 진행하며 지도교사는 첨삭과 조언만을 

하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특성이 강한 프로그램

마을 속 과학 실험 학교

• 본교가 과학 거점 학교가 되어 인근 고교생 및 중3학생에게 창의

적 과학 실험 실시

• 본교 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실험 및 토의를 진행하는 학생주도형 

지식 나눔 과학 교실 운용

• 물리, 화학, 생물 분야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융합적 사고와 지적 

호기심을 키우는 실험

성덕 모의 국회

• 과학, 통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법으 토의와 토론을 통해 모

의 법률을 제정

• 현직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과의 강연, 멘토링을 통해 실질적 법 

제정을 이해

• 실제와 동일한 본회의를 통해 법 정신을 이해 하고 법안 산출물

을 제작

성덕연구과제 프로그램

•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에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설계한 학습 자

료와 주제를 포트폴리오 등의 창의적 산출물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프로그램

• 개인별로 창의력과 관련된 역동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활동사진, 박물관 입장권 등을 제출하여 통과하는  신뢰성 높은 

연구 프로그램.

• 1년 동안 학생이 목표 과정 등을 스스로 설정하고 교사,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멘토로 정하여 함께 연구하는 팀 프로젝트  학습 과정
오라클 진로 독서 멘토링

• 교사들과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 분야에 관련된 책을 같이 읽고 

토론하는 프로그램

• 교과서 밖 살아있는 지식을 사회적 이슈와 연계하여 원탁 토론을 

통해 생각을 공유하는 독서 심화 프로그램

• 교사가 학생들의 독서의 깊이를 점검하고 진로 탐색을 도와주는 

수준 높은 독서 프로그램

HIgH expectatIonS and HIgH rewardS!

영재학급(2학년)과 인재학급(1학년)

•타학교보다 월등히 많은 1년 간 250여 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

• 논술, 영재 캠프, 실험, 문화 체험, 소논문 작성 등 창의적이고 융합적

인 프로그램 진행

•  2017년 졸업한 영재반의 경우 참가자의 90%이상 수시 합격생 배출

고교·대학 연계 주제 강연을 통한 STEAM R&E 프로그램

•대학실험실에서 현장 체험 학습 및 실험 실시

•학생들의 과학기술·공학·예술 분야의 융합형 연구 운영

• 매주 토요일 물리, 천문, 생명과학 전공 연구진을 초빙하여 강연 

및 토의

Seong Deok program 

SpecIalIzed QualIty program02
: 성덕 특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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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찾으세요.

진로상담 전문가와 함께하는 맞춤식 진로, 적성활동

•진로 독서멘토링제 운영

•창의력 전공탐색(WOW)캠프

•대학 교수 및 명사 초청 전공 특강

•퓨잡(FUTURE+JOB) TAK

•기업가 창업 정신 프로그램

•컴퓨터 코딩 교육

•공유 경제 프로그램

•대학 공감(共感) 전공 탐색

•성덕 유니게이션

Seong Deok program 

career exploratIon 03
: 성덕 진로탐색 프로그램

HIgH expectatIonS and HIgH re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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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교사진과 

교과특성에 최적화된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교사 평균연령 35.7세의 젊은 교사, 화려한 경력의 유능한 선생님

•교사연구제를 통해 항상 연구하고 발전하는 선생님

우수한 교사진

창의적 수업 & 수준별 수업 & 소인수 수업

•토의 토론 등 창의적 수업을 위한 100분 블록 타임 수업

•2학급 3수준 편성으로 20명 내외 수준별 수업 (영어, 수학)

•진로 맞춤형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소수 학생을 위한 선택 교과 개설

•다양한 방과후 수업 개설 (기초부터 심화까지, 교과부터 진로 까지)

Seong Deok SyStem 

educatIon Infra04
: 차별화된 수업과 자기주도 학습

HIgH expectatIonS and HIgH re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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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장비와 

최고의 시설로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전 과목 교과 전용 교실에서 수업

•전자 칠판, 전 교사 스마트 탭북 제공을 통한 다채로운 수업 환경 제공

•지문인식 시스템이 갖춰진 최첨단 시설의 자기주도학습실 운영

•학생 편의를 위한 크고 넓은 개인 사물함 지급

•창의력 향상을 위한 복도 갤러리

•인성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특성화된 예절교육실

•IT교육에 최적화된 스마트 교육실

•풍부한 영양과 위생적이면서 맛있는 식사제공을 위한 넓고 쾌적한 학생식당

차별화된 교육 인프라

Seong Deok SyStem 

educatIon Infra05
: 교과특성에 최적화된 교육환경

HIgH expectatIonS and HIgH re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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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구현하고있습니다!

최우수 학생들을 위한 3년 교육과정
•융합인문계열 : 외국어 능력 향상 중심의 외국어 중점 교육과정

•융합자연계열 : 실험 중심의 과학 중점 교육과정

학생 진로 맞춤형 개방형 교육과정
•교육과정

구분

과정 편성

1학년 개설과목

1학년

공통과정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체육, 미술, 음악, 진로와 직업, 종교학/실용경제(택1)

2학년

인문(인문사회문학/인문경영경제) · 자연(과학수학창의/자연공학)

3학년

•심화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과정명)

사회 및 과학 교과의

개방형 선택 과정 운영

과학, 예체능 교과 소인수

심화 과목 운영

내용

•  인문계열 사회교과와 자연계열 과학교과의 경우 가능한 많은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 중심으로 선택하게 하는 개방형 교

육 과정 운영함.

•소수 인원이 과목 개설을 원할 시에는 방학 중 소인수 과목을 개설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 .

•  자연계열 : 3학년 학생은 과학Ⅱ 과목 2개를 이수하도록 설계하였으며 물리, 생명과학, 화학실험 소인수 과목 을 개설하

여 주제 연구 발표, 소논문 쓰기 등을 지도함.

•  예체능계열 : 예체능계 진학 학생을 위한 미술사, 체육 전공 실기 등의 예체능 심화 소인수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함.

Seong Deok curriculum 

Student-centered currIculum06
: 혁신적인 학생중심 교육과정

•교과별 교육 과정의 특징

평가특색구분

국어과

수학과

영어과

과학과

사회과

체육 ·

예술과 

생활 ·

교양과

개설과목

국어Ⅰ·Ⅱ, 문학,

독서와 문법, 

화법과 작문, 고전

수학Ⅰ·Ⅱ, 미적분Ⅰ·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실용영어Ⅰ·Ⅱ 영어Ⅰ·Ⅱ,

영어독해와 작문, 영어회화

물리, 화학, 생물 Ⅰ·Ⅱ,

과제연구, 화학 실험,

생명과학 및 물리

한국사,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경제, 과제연구 등

운동과 건강 생활,

스포츠 문화, 

음악과 생활, 미술 창작

논리학, 종교학, 실용경제, 

일본어, 중국어, 논술

시·수필창작, 

감상문쓰기, 토의 및 토론, 

발표 수업

•테마가 있는 수학 학생 발표 수업

•수준별 수학 교과교실 운영

영어 토론, 영어 콘텐츠 제작 발표, 

수준별 영어 원서 읽기

실험 중심 수업, 인문사회 융합 

토론·토의, 자유연구 주제 발표

시사와 전공 융합 토의·토론수업,

주제논술수업 소논문 작성, 

사례 조사 수업 

•체육 : 기초 체력, 구기를 통한 

              공동체 의식 기르기

•예술 : 실기 중심의 감성 교육

논리적 사고, 외국어 회화 능력 향상, 

경제 의식 함양 교육

스피치, 

작품 비평 발표, 

서평

수학레시피 제작,

수학전공 독서

영어스피치, 

영어 에세이

과학 실험 및 

보고서, 과학 논술

전공 주제 발표,

논술, 사례조사

버피테스트(체육),

포트폴리오(미술),

기악(음악)

실용적 주제 중심 

팀별 발표 

소설연극축제, 나랏말지킴이, 

토론 한마당, 독서 논술쓰기,

책표지 일러스트, 독서캠프  

SD 페르마 페스티벌, 

SD 암산왕 페스티벌,

SD 페르마 북 페스티벌, 

SD 페르마 논술 페스티벌

영어 에세이 쓰기, 영어연극 대회, 

팝송 부르기 대회, 영어말하기 대회

골드버그, 이과왕선발, 

고교- 대학연계 토요과학교실, 

융합적 사고력 축제, 마을 속 실험교실

경제 경영 한마당, 문헌연구보고, 

인문사회주제 연구 보고, 

지역조사 발표, 역사바로알기대회, 

인포그래픽스 그리기

성덕 체육제, SD 일러스트, 

SD 아티스트, 성가 합창제 

글로벌 스피킹 콘테스트, 글로벌 UCC

수업방법 주요 교과 관련 활동

HIgH expectatIonS and HIgH re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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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쳐주세요! 

정규동아리
•41개 운영(상설동아리★ 14개반 / 일반동아리 26개반)

꿈과 끼를 키우는 동아리 활동 활성화
•학생희망, 전공특성,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창의적으로 동아리 활동반 편성

•활동반의 개성과 선택, 활동내용 계획에 할생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

•동아리 활동 결과물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종합 발표회의 기회 제공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상설동아리 및 자율동아리를 조직하여 적극지원

영역 부서명

학예활동

빛글(학생기자반)★, 역사탐구반, 국제교류반★, 독서토론반★, 문예창작반, 또래상담반★, 영어그림사전제작반,

진로독서 토론반, 영어팝송반, 영어프리젠테이션반, 영자신문반★, 고교 -대학 연계 STEAM 주제연구반★,

생명과학포트폴리오반, 생물실험실습반, 성덕데이(교육토론), 화학실험탐구반, 수학교재만들기반(수,아로리)★,

인문사회 STEAM(주제연구)★, 지·글·이(지리로 보는 글로벌 이슈), 도심문학기행반, 소설쓰기반, 

수학의달인(수학토론반), 수리탐구반, 수리논술반, 3개 외국어 마스터반, 중국문화학습반, 일본문화읽기반

체육활동 생활체육반, 농구반, 헬스반, 축구반, 힙합댄스반

여가문화활동 애드미찬양반★, 기독합창반★, 방송반★

노작활동 창의미술반(Arty)★, 초고속 카메라로 본 세상반, 캘리그라피반

청소년 단체 한별진로탐색반★, RCY★

HIgH expectatIonS and HIgH rewardS!

Seong Deok activitieS

varIouS club actIvItIeS07
: 진로와 진학을 연계한 다양한 동아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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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명 활동 내용

ATP(생명과학) 생물 해부를 통해 생물의 신체기관 이해

BOOK 진로탐색반 독서를 통한 진로탐색

econo-me-us 경영, 경제 연구 및 모의주식투자활동

H.E.R(호텔외식경영) 호텔, 외식 경영과 관련한 전공 탐색

K-MOOC토론 K-MOOC에서 강좌 수강 후 소감문

Legal mind 사회 이슈에 대한 법적 쟁점 토의

MSG(미술) 미술 전시회 관림 및 작품활동

NEED IT NIE-TED를 활용한 자율동아리

Neuron(경제) 현실속에서 드러나는 경제 이론 탐구

NIE 동아리 NIE를 작성 및 칼럼 분석

Opinion(사회토론) 교육, 정치 및 여러 이슈에 대해 토론

PLEACE(경찰학) 경찰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여 활동

REMEMBER THAT 영상, 사진, 편집 동아리

SD곰돌이 3D프린터, CAD프로그램, VR연구

SDCN(신문스크랩) 주 5개 이상의 신문을 스크랩

Think(언론방송) 대중매체의 탐색 및 비평 활동

TOY(교육동아리) 교육 이슈 토론 및 교수법 개발, 시행

Vocoior-1(보컬) 성덕제 무대 공연 및 버스킹 활동

Vocoior-2(보컬) 성덕제 무대 공연 및 버스킹 활동

골든아워(간호) 간호학과 체험프로그램 및 면접 대비

광기(광고제작) 마케팅와 광고에 대한 탐구

교육연구부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및 토론 3진행

국제정세 토론동아리 국제 경제 및 관계에 대한 탐구

그리너리 환경, 소재, 화학, 생명에 대한 활용 탐구

그린에코스쿨 친환경, 건축, 효율적 에너지 활용 탐구

나르샤 승무원 준비 동아리

나이팅게일 간호사 직업 탐색 및 간호 관련 지식

너나들이 독서 코칭 및 독서를 통한 진로 탐색

누별바그 영화 및 시각 디자인 제작

다다디 창의적인 디자인 산출 동아리

다다익선 미디어 제작을 통한 UCC공모전 참가

다독누리 많은 양의 독서를 하고 이를 토론

도담도담 아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토론

독서 시사 토론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토론

독서발표 동아리 다양한 도서 발표를 동해 발표력 향상

독서평설 토론동아리 ‘독서평설’ 잡지를 통한 토론 활동

디베이트&멘토 교과서에 따라 멘토-멘티를 만들어 학습

라즈베리파이 초소형 PC로 프로그래밍 체험

루게테 생명과학과 관련된 실험

멀스 환경, 생물, 의료분야 실험

메디컬센터 간호 관련 지식 및 응급 처치 방법

멘토스 교과서에 따라 멘토-멘티를 만들어 학습

맨투맨 교과 심화 연구 포트폴리오 활동

문예창작 동아리 자유로운 주제와 형식으로 글을 작성

문지기 교과서에 따라 멘토-멘티를 만들어 학습

문학과 우리의 삶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글로 표현

미기(방송미디어) 방송 연출 및 시나리오 구성

미디어시사 영어반 영상을 보고 영어 독후감 작성

미디어 제작 다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들기

미리대학 K-MOOC에 강좌 수강 후 소감문 작성

미생(체육) 체력 증대 및 유연성 증진

방앗간(방송예술) 미디어아트 전시 관 후 소감 나눔

베리타스 생명과학 분야 기사 스크랩 후 토론

동아리 명 활동 내용

분골쇄신(군사) 군사 관련 정보 공유, 사관학교 준비

분화구(화학실험) 분석적 화학 실험을 통한 이론연구

블루베리파이 초소형 PC로 프로그래밍 체험

빅피쳐(사진) 사진 촬영 기법 연구, 콘테스트 참가

사이언스톡 과학 관련 주제 토론

생사결단(생명과학) 해부를 통한 생물의 신체기관 이해

성경 연구 성경공부를 통해 사랑의 삶을 실천

성단 성경공부를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고 실천

성덕 의열단 역사 관련 주제 토론 및 답사 활동

성덕건설 건축 박람회 견학 및 설계도 제작

소프트웨어 메이커 IT 관련 박람회 참가 및 앱 제작

소프트웨어 IT 관련 4차 산업 연구 및 관련 앱 제작

수조동(수리논술) 수리논술 기출 문제 풀이 동아리

수프로디지 K-MOOC 수학 관련 강의 청취

수학의 학습 정석 수학 문제 풀이 및 풀이 기법 공유

스포츠 연구 동아리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과학을 탐구

시나브로(교육) 교과에 따라 멘토-멘티를 만들어 학습

신문스크랩 동아리 진로와 관련된 신문 스크랩 활동

심리실험 동아리 심리 실험에 대하여 연구

씨드(생명과학) 학교 텃밭을 가꾸며 작물 재배 실험

안다로미 다회 간호, 보건과 관련된 진로탐색 활동

언어의 마술사 여러 외국얼을 공부하고 문화 탐구

언어방벽 뛰어넘기 교내 영어 관련 대회 참가 준비

역사혜움 역사 관련 도서 및 기사를 읽고 토론

연어초밥(공연) 공연과 미디어에 대한 탐구

예아(예술과IT) 프로그램 앱을 만들고 캐릭터 제작

요섹남 조리 관련 자격증 준비, 박람회 관람

요즘 핫한 과학수사대 과학, 공학 관련 칼럼 조사 및 토론

윙스카이 항공서비스학과 면접 대비

이슈이슈 사회문제에 대해 토의, 해결방안 고찰

일본 문화조사 동아리 다양한 일본 문화에 대해 심층적 탐구

중국 융합반 중국의 문화, 사회문제, 외교 등을 연구

지움(건축) 건축 모형 만들기 및 건축박람회 관람

천재프로젝트(수학) 수학의 기본을 다지고 문제를 풀이

체대입시 동아리 기초 체력을 기르고 체대 입시를 준비

체육의 달인 체육 대학 진학을 목표로 실기 준비

컴퓨터정보기술탐구 RasberryPI의 원리와 기능 이해 돋모

케인즈의 아이들 경제, 경영과 관련된 지식을 탐구

킨더조이 아동 관련 문제에 대해 조사 및 토론

테이블메이커 블록체인기술, AI등에 대해 탐구

트랜지움 국내 번역본이 없는 영어 원서 번역

틴드리머 화학, 보건, 자연과학에 대해 심층 조사

포텐셜 희망 전공의 심화 내용을 탐구, 발표

프로폴리스(경찰학) 경찰에게 필요한 윤리 및 이론 탐구

프리댄스반 직접 안무를 창작하고 연습

하이케미(화학) 화학 관련 실험 수행 및 보고서 작성

한빛나래(항공) 항공서비스학과 면접 대비

한솔(요리) 조리 관련 대학 탐방 및 레시피 공유

해피너스(간호) 간호사 직업 탐색 및 간호관련 지식 습득

호.관.공 서비스업 및 항공, 호텔, 관광을 탐구

호동이와 관동이 관광 및 호텔 관련 학과 면접 준비

호의(간호) K-MOOC강의를 통해 의학 관련 지식 습득

회로 및 프로그램 C언어의 문법 및 함수 알기

Seong Deok activitieS

autonomouS club07
: 자율동아리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자율동아리도

마음껏 만들어

활동하세요.

HIgH expectatIonS and HIgH re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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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진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성과

장학제도

수시진학률에 강한 성덕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교

82%

개교 때부터 학생부 전형 위주로 

교육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운영

하여 지역에서 이미 수시에 강한     

학교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졸업생

수시 진학률

70.9%

학생들의 진로를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식 입시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진학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졸업생

들이 웃으며 졸업하는 학교가 바로

성덕고등학교 입니다.

2018년 졸업생

대학 진학률

재학생 중 계열별 3명 /
학기별 납입급 전액 면제

학업 우수 
장학

총학생회장과 부회장 1년간 
수업료 면제

성덕 리더십
장학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
50만원 지원

명예 신장 
장학

중학교 내신 5% 이내인 학생 중
선발된 학생에게 1년 납입금 전액 면제

우수 신입생
장학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학 입학생
에게 입학급 100만원 지원 (규정에 명시된 학교)

우수 졸업자 
장학

모범 학생으로 추천 받은 학생 중
선정하여 수업료 지원

교내 모범 
장학

55%

졸업생의 26%가 서울권 기준 대학에 합격

했으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학생은 학생

부 종합전형에 합격할 만큼 학생부 전형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2017년 서울권 합격자의 학생부종합

전형 합격 비율

57%

1학년 때부터 다양한 진로, 적성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교내 활동 관리를 통해 학생들

이 원하는 대학에입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진학자 기준

4년제 대학 진학률

Seong Deok curriculum 

reSult & ScHolarSHIp 08
: 교육성과&장학제도

HIgH expectatIonS and HIgH re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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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홈베이스 전용 공간

2 도서관(장서 1만 7천권 규모)

3 체력 단련실 

4 스마트 교육실(40석 규모) 

5 중앙복도 학습 공간

6 실내 체육관 및 강당

7 깨끗한 학생 전용 식당 

8 교과별 전용 교실

1

2 3

4

5

6
7

8

Seong Deok

facIlItIeS09
: 최첨단 시설과 쾌적한 환경조성

HIgH expectatIonS and HIgH re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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