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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태평양학원의 본교는

참된 진리를 사랑하고 학문을 연마하여,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에 

공헌할 능력 있는 인간을 기른다. 라는 건학이념과

참되고, 슬기롭고, 아름답게 라는 교훈의 성취를 위하여 

전인교육을 통해 세계를 이끌어 갈 봉사하고 섬기는 

미래 지도자의 자질을 키우는 글로벌창의 인재 육성의 산실입니다.

이를 위해 본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배려, 존중, 헌신, 협력 등 도덕적  품성과 비판, 창의, 

융합사고 등 합리적 문제 해결력, 미래사회 주도를 위한 자기역량개발 능력과 다문화 이해 및  

다양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미래·글로벌형 인재육성을 위하여 학생·학부모·교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는 성덕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덕고등학교 

교장 최 진 관

성덕고등학교의 설립목적은

참된 진리를 사랑하고 학문을 연마하며,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에 공헌할 

능력 있는 인간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덕고등학교는 봉사하고 섬기는 자질을 갖춘,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학교법인 태평양학원

이사장 서 영 배

전인교육을 통한 실력있는 글로벌 리더,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체(體)

학력신장

지(知) 덕(德)

1. 학년 연계 진학지도
 
2. 선택형 수준별 
    방과 후 학교

3. 수학/영어교과 
    소규모 학급 수업 운영

4. 학생/학부모 대입
    SUCCESS GUIDE

5. 학급 멘토-멘티 운영
 
6. 교과관련 각종 대회

7. 선진형 교과교실 운영

8. 3학년 수시세미나

9. 방과 후 자기주도학습 
    집중 강화

학력증진
프로그램

학교특색
프로그램

1. 인재·영재·학재학급 운영

2. 고교연계 대학 주제
    강연을 통한 STEAM
    프로그램

3. 토요 교과 융합 글로벌
    세미나

4. 학생중심 NIE 및 TED
    방송프로그램

5. 합리적 사고 배양을 위한
    청소년 포럼 및 
    모의국회 프로그램

6. 3D & IOT 융합           
    아이디어 메이커 캠프

7. 쉘터 운영을 통한 
    다양한 문화 체험, 
    특화된 학습프로그램, 
    기독교 세계관 형성

8. 학교생활기록부
    오각일체화 집중 분석

(교과세부특기사항/성적/수상기록/

 동아리/ 독서활동 총 5개 항목의 

 지원대학 및 지원학과에 대한 

 응집도 및 수렴도 분석)

문화예술
체육교육

1. 문화채플

2. 1인 2기 운동

   (1악기+1스포츠)

3. 힐링 예능 방과후

4. 인문학 교실

5. 애드미 찬양 밴드

6. 맞춤형 동아리 활성화

소통 중심의
학교 경영

3선(先) 3무(無)
운동의 활성화

학교 경영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예의 바르며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학생 육성

인성
비교과

1. 나의 비젼 선포식 

2. 칭찬 PROJECT: 성덕

   ‘인다움(人-DAUM)’ 

3. 예지인 생활관프로그램

4. 합창제

5. 진로·독서 멘토링제
     

     비교과 영역 활성화

1. 주제별 소집단체험학습

2. 3先3無 운동 생활화
    (3先 : 인사, 배려, 휴지줍기)

     3無 : 비흡연, 비폭력, 비스마트폰)

3.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4. 학생문화 소통의 공간

    ‘도란도란’

5. 자기 주도적 자존감 

    형성 프로그램

6. 월별 생활지도 중점 

    캠페인 

인사말

54

Greeting



교원 1인당 학생 수
13.2명

교사 평균나이
39세

학교 기본 사항

· 학교 유형 :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남녀 공학)

· 학교 코드(NeIS) : B100000609

· 학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96(천호동)

학생 현황
학 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학급 수
남 4 4 4 12

여 4 4 4 12

학생 수
남 109 119 119 347

여 111 120 107 338

계 220 239 226 685

Dream of the 
shining Future from 

every Learning 
Moment

교직원 현황

구분 교장 교감 교사 소계 일반직
교육

공무직

급식실

조리원
소계 총계

정원 1 1 50 52 5 6 9 20 72

현

원

남 1 25 26 2 3 1 6 32

여 1 25 26 2 3 8 13 39

계 1 1 50 52 4 6 9 19 71

교
과

국
어

영
어

수
학

사
회

윤
리

역
사

지
리

과
학

물
리

화
학

생
물

체
육

음
악

미
술

종
교

실용
경제

일
본
어

중
국
어

진로
직업

보
건

사
서

상
담

계

남 4 4 3 2 1 1 1 1 2 2 1 1 1 1 25

여 3 3 4 1 1 3 1 1 1 1 1 1 1 1 1 1 25

계 7 7 7 3 1 4 2 1 1 2 3 2 1 1 1 1 1 1 1 1 1 1 50

학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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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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에 성덕고의 아침 TED 방송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 토론 프

로그램, 예절 인성 교육 등이 방영되었다.

녹화를 하러 온 EBS PD와 작가는 예비로 가져온 카메라 메모리와 배터리까지 다 사용

할 정도로 방송으로 내보낼 프로그램이 풍부해서 편집에 고민을 해야한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이처럼 성덕고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은 미디어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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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개 일반고 중 경쟁률 30위

권에 든 고교는 공통적으로 ▲해

당 학군 내에서 학생수가 많아 내

신에 유리하고 ▲대학 진학 실적

이 우수한 고교였다” 

- 조선일보 기사중

개교 6년, 졸업생을 이제 3회 배출하여 아직 신생고교라 할 수 있는 성덕고가 고교 입학 

경쟁률에서 서울시 전체 204개 고교에서 8위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우수한 대학 

진학 실적 때문이었다. 입학할 때의 성적을 뛰어넘는 진학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겨주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성덕고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성덕고는 

한 학년에 8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위의 기사처럼 내신에 유리하게 때문에 지원하는 학

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몰리는 성덕고의 비결은 

학생들을 위해 힘을 다해 애쓰는 교사들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창의적 학교 활동을 만들

어 나가는 학교의 의지와 열정 때문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기독교 최우수 명문학교

최우수 학생들이 가장 오고 싶은 학교

미디어에서

바라본 성덕

seongdeok Viewed From the Media

98



학생중심 
개방형 교육과정 운영

curriculum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공통 과목 선택 과목

보통
교과

전문교과Ⅰ 전문교과Ⅱ

전문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교과

일반 선택 진로 선택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1) 교육과정

2) 심화 소인수 과목 운영

· 예체능계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 3학년의 경우 체육, 미술 심화 소인수 과목 운영

· 생활·교양 교과 영역의 기술·가정 교과군인 정보과목의 경우 3학년 소인수 과목으로 편성

3) 교과별 교육과정 특징

2015 개정 교육과정 편제

학생의 선택권을 넓힌 개방형 교육과정 편성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 편성 공통과정 개방형 선택과정

1학년 개설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체육, 음악, 미술, 진로와 직업, 종교학/실용 경제(택1)

구분 개설 과목 수업 방법 및 특징 교과 관련 주요 활동

국어과

국어,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심화 국어

- 시·수필창작 

- 감상문쓰기

- 토의 및 토론발표

토론 한마당, 문예창작대회, 

독서프리젠테이션 콘테스트, 

서평쓰기 콘테스트

수학과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 테마가 있는 수학 학생 발표 수업

- 수준별 수학 교과교실 운영

수리능력 콘테스트, 수학 스토리텔링, 

수리 논술 한마당

영어과

영어, 영어Ⅰ, 영어Ⅱ, 

영어권 문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실용 영어 

- 영어 토론

- 영어 콘텐츠 제작 발표

- 수준별 영어 원서 읽기

- 수준별 영어 교과교실 운영

영어 에세이쓰기 콘테스트, 

외국어말하기 콘테스트, 팝송 콘테스트, 

영어연극 콘테스트

사회과

한국사, 통합사회, 

동아시아사, 한국지리,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국제 경제, 여행지리

- 시사와 전공 융합 토의·토론 수업

- 주제논술 보고서쓰기

- 사례 조사 수업

역사 탐구 대회, 생활법 탐구 대회, 

경영경제 탐구 대회, 독도 바로알기 대회, 

사회적 이슈 탐구 대회, 

NIe 활용 분석 보고서 쓰기, 

인문사회프리젠테이션

과학과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Ⅰ, 물리학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 실험 중심 수업

- 인문·과학 융합 토의·토론 수업

- 자유연구주제 발표

융합적 사고력 페스티벌, 

과학·환경 독후감, 과학 시화 창작, 

골드버그, 모형 교량 제작

체육·

예술과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생활, 음악, 미술

- 체육 :   기초 체력, 구기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기르기

- 예술: 실기 중심의 감성 교육

체육제, 성가 합창제, 아티스트 콘테스트, 

체력·구기의 달인

생활·

교양과

종교학, 실용 경제, 진로와 

직업, 일본어Ⅰ, 일본어Ⅱ, 

중국어Ⅰ, 중국어Ⅱ, 심리학, 

교육학, 환경, 정보

-   종교 세계관 수업을 통해 성찰적   

태도 함양

-   진로를 탐색한 후 자신의 진로를   

발표

- 외국어 회화 능력 향상

-   다양한 심리이론을 바탕으로 자아 

발견 및 타인과의 소통 능력 향상 

-   다양한 교육이론 발표 수업을 통해 

교육학적 사고 능력 함양

-   전지구적인 환경문제를 조사한 후 

발표함으로써 환경 감수성 역량    

함양

-   컴퓨터과학의 개념 원리 이해 및   

정보문화소양 능력 향상

Python을 통한 웹크롤링, 머신러닝,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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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체크가 너무 빡빡해서 

힘들 정도였습니다. 

(3학년)

Smart Education

차별화된 스마트 교육

1) 성덕 스마트 수업의 특징

· 젊고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로 원격수업 실시

· 다양한 원격수업 도구를 활용하여 교과특색 맞춤형 수업 실현  

(쌍방향 수업을 위한 ez-view/Zoom 프로그램 활용, 선생님의 심도 있는 강의식 수업을 위한 와콤 타블렛 프로그램 활용)

· e-스튜디오와 같은 고화질 영상 제작 시설 완비

· 구글 설문지 등을 활용한 엄격한 출결 관리 및 수업 피드백 실현

2)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

·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은 교육 콘텐츠 제공

· eBS 온라인 클래스, ez-view를 활용한 철저한 원격수업 관리

· 학생들이 말하는 성덕고 원격수업의 장점

스마트 원격수업의 혁신

국어

수학

외국어

사회

과학

예체능

0.8

0.8

0.8

1.2

2

매우
불만족

2.2

3.7

1.5

2.2

2.8

불만족

18.3

19.2

19.7

21.6

20

보통

36.8

36.2

35.3

30.1

31.6

만족

42

40.1

42.7

45

43.7

0.2 1.1 18.4 37.3 43

매우 만족

이제는 교육도 스마트입니다!

창의적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과 첨단 교실 유무선 인터넷 구축을 통해 

앞서나가는 성덕의 스마트한 교육 체계를 소개합니다.

원격수업을 할 때 이해가 안 되거나 

쌤 말이 좀 빠르시다 싶으면 

조금 돌려보고 해서 

공부효율성이 아주 높았다. 

좋았다. (3학년)

개선될 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다른 학교와 다르게 

가장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1학년)

원격수업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학원을 안다녀도 될 정도예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좋아요!! (2학년)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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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D 프린팅 전자의수 제작 및 기부

·   기형이나 사고로 팔을 잃은 국내아동이나 내전 등으로 팔을 잃은 해외아동에게 의수를 기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인간중심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

·   국내 3D 의수 제작 전문업체 및 NGO와 협력하여 효율적인 학습과 제작이 될 수 있게 하며, 의수 수여 대상자는 장애

인협회, NGO(e-nable the Future, Daniel Project)와 협력하여 선정

2) 3D·IOT 융합 아이디어 메이커 프로그램

·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발표하면서 체계적 사고력을 키우며, 특히 It와 관련된 창의적 제품을 구상하고 

실용화하는 능력을 기르는 프로그램

· 관심 분야와 연관된 It 산출물을 만들고 미래 산업에 대해 전망하는 시간

3) 자율주행차 코딩 프로그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주행원리를 탐구하고, 이를 직접 제어하는 

‘프로그램 코딩’ 경험을 제공

·   자율주행차 알아보기 → 알티노 센서, 모터, 라이트 → 알티노 소리, 도트, 조향 → 알티노 자율주행하기를 주

제로 자율주행차의 작동원리를 알아보고 직접 스마트시티 미로탈출 미션을 수행해 보는 참여중심 디지털 프

로그램

4) 코딩 교육 프로그램

·   프로그래밍 언어 ‘Python’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습득 능력을 높

이는 프로그램

·   GUI 앱 만들기/버튼 만들기/텍스트 만들기/간단한 나만의 이야기창 앱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전에 직접 활용해 보는 코딩 프로그램다양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①② 3D·IOT 

융합 아이디어 

메이커 프로그램

①② 자율주행차 코딩 

프로그램

③④ 코딩 교육 

프로그램

1 2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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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미래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독서교육 공간 구축 1) 최신 트랜드에 맞춘 최고급 도서 문화 공간 인테리어 조성

· 자유로운 토론, 토의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둠학습실 설치

· 과학적 설계를 통한 동선의 최소화

· 독서 분위기 조성 극대화를 위한 독서대 설치

· 다양한 분야별 대량 서적 보유

·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기 간행물 탐독을 통한 최신 정보 습득

도서 문화 공간의 특징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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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학습 태도와 올바른 정보통신교육의 실천을 위한

스마트폰 통합관리 SYSTEM
1)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교과수업 실시

· 지속적인 정보통신윤리교육 실현

· 지혜로운 스마트폰 활용을 통한 자연스런 면학분위기 조성

·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시 균형과 자기절제를 통한 올바른 심신수련

· 담임교사 업무 경감을 통한 학생지도 집중화

· 스마트폰 중독예방 및 스마트폰 분실 제로화

·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화를 통한 부모와의 대화가 풍성한 가정문화 정착

자기절제의 덕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습관화를 위한 스마트폰 통합관리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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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ity Education projEct 

성덕 인성교육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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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실시

· 학급 프로그램 운영은 담임교사가 학급 특색에 알맞게 사전 계획하여 실시

기독교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

· B.t(Bible time)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활발한 예배 분위기 조성

· 채플 활동 시 애드미 찬양반 활동

· 수요 학생기도회 및 절기·특별 행사 시행

·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올바른 인성을 교육하는 종교수업 실시

채플 활동

문·예·체 활성화를 통한 

바른 품성과 어울림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예(禮)•지(知)•인(仁) 프로그램 운영

① Bible Time 프로그램  ② 채플 활동  ③④ 인성 및 예절교육 프로그램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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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ichmEnt program

성덕 심화학습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융합적 사고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1) 모집 분야 및 입학 정원

1) 모집 분야 및 입학 정원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인재학급

영재학급

선발

내용

선발 영역 대상 학년 학급 수 입학 정원 계열

창의인재 1 1 15(1개반)내외 수학, 과학

글로벌인재 1 1 15(1개반)내외 인문 사회

합 계 2 30 내외

선발

내용

선발 영역 대상 학년 학급 수 입학 정원 계열

자연과학 2 1 15 수학, 과학

인문사회 2 1 14 인문 사회

합 계 2 29

창의

인재반

- 1학년 교육과정에 내실을 기하며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심화 수업과 주요 과목 활동 중심 수업을 진행

- 월~목 1개 반을 편성·운영(블록타임 100분 수업)

- 1학년 전체 인원의 약 15명 내외 선발

-   수리 탐구 특강 및 창의 과학 실험 교실 등을 운영하여 이론과 실제 적용 학습을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

글로벌
인재반

- 1학년 교육과정에 내실을 기하며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심화 수업과 주요 과목 활동 중심 수업을 진행

- 월~목 1개 반을 편성·운영(블록타임 100분 수업)

- 1학년 전체 인원의 약 15명 내외 선발

-   국어 논술 특강 및 사회 토론 특강 수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글과 말로 조리 있게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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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운영 계획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1) 모집 분야 및 입학 정원 

학재학급

영역 분야 과목명 총 시수

수업 및 실험, 토론

자연과학

수학 24

생물 24

화학 24

인문사회

국어 24

영어 24

사회 24

인성교육 및 융합교육

영재학급 Leadership Camp 8

문화체험 3

인성 및 진로·진학, 리더십 교육 12

SteAm교육 15

입학식 2

수료식 2

계 114

선발

내용

선발 영역 대상 학년 학급 수 입학 정원 계열

자연학재 3 1 20명 내외(1개 반) 수학, 과학

인문학재 3 1 20명 내외(1개 반) 인문 사회

합 계 2 40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인문

학재반

① 3학년 교육과정에 내실을 기하며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과정의 심화 수업을 진행

② 월~목 1개 반을 편성·운영(50분 수업)

③ 3학년 인문계 학생을 대상으로 20명 내외 선발

④ 인문계열 대학 인재상에 걸맞은 내적 역량 함양

⑤ 학력 신장 방안의 일환으로 변별력 있는 고난도 복합형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향상

⑥ 미래 인재로서의 기본 덕목인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

자연
학재반

① 3학년 교육과정에 내실을 기하며 국어, 영어, 수학, 과학탐구과정의 심화 수업을 진행

② 월~목 1개 반을 편성·운영(50분 수업)

③ 3학년 자연계 학생을 대상으로 20명 내외 선발

④ 자연계열 대학 인재상에 걸맞은 내적 역량 함양

⑤ 학력 신장 방안의 일환으로 변별력 있는 고난도 복합형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향상

⑥ 과학적 사고력 및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

1) 운영방침

· 평가한 연구계획서를 기초로 개인별 연구 방법에 대해 담당 교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 학기 초 개인별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담당 교사의 지도아래 연구주제에 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 평가 

·   대학-고교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학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등을 멘토로 정하여 다양한 자료와 실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STEAM 프로그램

                     일정
  수행내용

추진 일정

비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 1∼
2월

단위과제별

사업내용과 일정

고교-대학연계 

연구실 탐방 및  

초청강연 

연 10회 정도 

운영

탐구 주제 선정 및 

선행 연구 고찰

문헌연구 및 보고서 제작, 

탐구 활동 준비

개인별 프로그램 개발

탐구활동실시

멘토 

추수지도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자료집 

발간

주요

결과물

보고서 

초안

보고서

인쇄본, 

 주제 

프로그램 

개인&

팀별 

피드백

①② 영재·인재학급

③④ STEAM 프로그램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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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토요 글로벌 융합세미나

③ 청소년 포럼

④⑤ 토론 한마당

1

4

2

3

5

SpEcializEd Quality program

성덕 특화 프로그램
명문 사학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6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학생들의 지식융합능력과 토론 능력을 기르는 토요 프로그램

·   서로 다른 영역의 두 명의 교사가 CO-teACHING을 통해 학생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대상

을 분석할 수 있도록 유도

·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문제 해결식 수업 지향

토요 글로벌 융합세미나

·   학교 내·외의 문제에 대해 교사와 학생이 평등한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며 민주적 의사 

결정을 배우는 프로그램

· 토론의 과정에서 발제와 패널토론, 청중과의 질의응답 등을 포함

청소년 포럼

·   토론 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식의 통섭과 리더십 함양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   학생들의 발산적, 창의적 사고력 극대화 및 표현력 제고의 장을 제공하는 21세기 인재상에 

걸맞은 차세대 리더육성 프로그램

토론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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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모의국회

 ③④ 인문학 토론 교실

⑤ NIE 및 TED 아침 교육 프로그램

1

4

2

3

5

· 과학, 통일, 경제, 환경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에 대해 토의하며 해당 법률을 제·개정해 보는 프로그램

· 현직 국회의원·국회 직원과의 강연, 멘토링 활동을 통해 실질적 법제·개정 과정 이해

· 실제와 동일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후 해당 법안 산출 및 발표

모의국회

· 환경, 문화, 법, 경제경영,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만나는 프로그램

· 자신의 삶과 사회를 인문학적인 관점을 통해 성찰하는 자기 발견의 시간

인문학 토론 교실

·   주 2회 시사적 쟁점에 대한 비판을 학생들 스스로 해 보고 이를 글로 표현해봄으로써 창의적 융합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전교생 대상 아침 프로그램

· 공모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NIe와 teD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하면서 창의적, 자기주도적 학습 분위기를 조성 

NIE 및 TED 아침 교육 프로그램
carEEr Exploration program 

성덕 진로 탐색 프로그램
여러분의 꿈을 찾는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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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진로희망에 대하여 직접 찾아본 후 발표를   

통해 꿈을 구체화하는 1학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하

여 발표를 함으로써 진로설정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

감을 높여주는 학생주도 미래 지향 프로그램

나의 비젼 선포식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님 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미래 희망직업에 대한 구체

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퓨잡 토크)

·   목표대학에 진학한 선배들의 경험을 후배들과 공유함으로써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대학 공감)

퓨잡 토크 및 대학 공감

·   교사들과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 분야에 관련된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프로그램

·   교과서 밖 살아있는 지식을 사회적 이슈와 연계하여 

토론을 통해 생각을 공유하는 독서 심화 멘토링 프로

그램

·   교사가 학생들의 독서 깊이를 점검하고 진로 탐색을 

도와주는 수준 높은 독서 프로그램

진로 독서 멘토링

3534

Introduction of Seongdeok



교과 특성에 최적화된 우수한 교사진의

차별화된 수업과 쾌적한 교육환경
첨단 장비와 최고의 시설로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   토의·토론 등 창의적 수업을 위한 100분 블록타임 수업

·   2학급 3수준 편성으로 20명 내외 수준별 수업(1, 2학년 수학, 영어 수업)

·   진로 맞춤형 개방형 교육과정 개설

·   소수 학생을 위한 소인수 과목 개설

·   다양한 방과 후 수업 개설(기초부터 심화까지, 교과부터 진로까지)

창의적 수업&수준별 수업&소인수 수업

· 전 과목 교과 전용 교실에서 수업

· 전자 칠판, 전 교사 노트북 제공을 통해 다채로운 수업 환경 제공

· 학생 편의를 위한 크고 넓은 개인 사물함 지급

· 인성계발 프로그램을 위한 특성화된 예절교육실

· It교육에 최적화된 스마트교육실

· 풍부한 영양과 위생적이면서 맛있는 식사 제공을 위한 넓고 쾌적한 학생 식당

차별화된 교육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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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와 희망 전공에 따른

다양한 동아리 구성
여러분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학생 희망, 전공특성,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창의적으로 동아리 활동반 편성

·   활동반의 개설과 선택, 활동 내용 계획에 학생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

·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상설 동아리 및 자율 동아리를 조직하여 적극 지원

꿈과 끼를 키우는 동아리 활동 활성화

총 38개 운영(상설 동아리(*) 13개 반/ 일반 동아리 25개 반)

정규동아리

영역 부서명

학예활동

(27개 반)

빛글(학생기자반)*, KICKeR(국제교류반)*, BUKU(독서토론반)*, 또래상담반*, 영자신문반*, 

융합과학 SteAm주제연구반*, SteAm사회참여반*, 수,아로리(수학주제탐구반)*, 시간과 학문의 밤, 

역사문화탐구반, 스크린영어반, 독서문화체험부, 영어프리젠테이션반, 트랜지움(영어번역반), 

chemi lab(화학실험반), Being Archi(건축동아리), 싸텍토론반(Science technology), 시사발표토론반, 

역사콘텐츠제작반, 고전독서필사반, 세계로 가는 지리 여행, 유럽언어문화(유러피안드림), 수리탐구반, 

일본문화탐구반(삣따리), 중국문화학습반(CCe), 문학의 참견, FPS(예비경찰반)

체육활동

(4개 반)
배드민턴반, 페어플레이(구기반), 헬스반, 힙합댄스반

여가문화 활동

(2개 반) 
애드미찬양반*, FRAme(방송부)*

노작활동

(3개 반)
창의미술반(ARty)*, 스트링아트반, 캘리그라피반

청소년 단체 

(2개 반)
한별진로탐색반*, R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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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 진학 노하우가 알고 싶다!
성덕만의 진학 노하우로 

학생 맞춤형 진학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1%
개교 때부터 학생부 전형 위주로 교육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운영하여 지역에서 이미 

수시에 강한 학교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졸업생

수시 진학률

72%

학생들의 진로를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식 입시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진학률을 높이

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웃으며 졸업하는 학교가 바로 성덕고등학교입니다.

2020년 졸업생

대학 진학률 

67%

서울권 대학(2021학년도 기준 수시 비중 68.7%, 정시 비중 31.3%) 수시 전형 중 가

장 큰 비중(수시 학종 42.8%, 수시 교과 9.2%, 수시 논술 12.3%, 수시 기타 4.4%)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에 특화된 학교입니다.

2020학년도 서울권 대학합격자

학생부종합전형 합격 비율

51%

1학년 때부터 다양한 진로, 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내 활동 관리를 통해 학생들

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 졸업생

4년제 대학 진학률

수시 진학에 강한 성덕고등학교

교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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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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ngdEok FacilitiES

최첨단 시설과 쾌적한 환경조성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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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
DEOK

[05306]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96(천호동)

TEL 02 475 4620                   FAX 02 3784 6939

http://ssd.hs.kr

기독교 최우수 명문 학교!

최우수 학생들이 가장 오고 싶은 학교!

Dream of The Shining Future from 
Every Learning Mo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