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거운 학교, 신나는 학교

•‘즐거운 학급 Happy virus’ 행사와 매주 ‘학급특색활동’을 통해 

   우리 반 친구들과 친해지기

•매일 성장일기(플래너)를 작성하며 자기 자신 돌아보기

•테마가 있는 채플과 명사 특강으로 성취동기 올리기

•아침독서방송과 독서 멘토링제 활동으로 다양한 독서 맛보기

•다채로운 동아리 활동으로 소질 계발하기

   (보컬밴드반, 자전거반, 방송홍보반, 또래상담반 등)

•스포츠 클럽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하기

   (배드민턴 및 축구 대회 참가)

•   전담기관, 학부모, 지역사회와 연계한 3無 프로그램(학교폭력·

따돌림·흡연)으로 즐겁게 생활하기

•다양한 교내 대회로 자신만의 스펙 쌓기 

   : 성덕 논문경진대회, 영어 에세이쓰기대회, 팝송부르기대회, 

     영어연극대회, 중국어·일본어 UCC대회, 외국어말하기대회, 

    성덕토론대회, 독서논술대회, 한국사경시대회, 생생경제대회, 

     과학탐구토론대회, 골드버그대회, 수학과학경시대회 등

태평양학원의 통 큰 장학제도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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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학원
우수 신입생 장학

학업 우수 장학

성덕 희망 장학

학생회장·부회장 장학

명예 신장 장학

우수 졸업자 장학

교내 모범 장학(신설)

선정기준 및 장학금

중학교 내신 3% 이내인 학생으로, 학교장학시험 
3% 이내로 학습계획서를 우수하게 작성한 학생 
5명에게 3년간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면제

중학교 내신 5% 이내인 학생에게 2년간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면제

중학교 내신 10% 이내인 학생에게 1년간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면제

재학생 중 계열별 5명 학기별 수업료 + 학교운영
지원비 전액 면제

재학생 중 한 학급당 2명씩 선정 월 10만원 지급 

총학생회장과 부회장에게 1년간 수업료 면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게 100만원 지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유명대학 입학생에게 
입학금 100만원 지원

봉사정신이 투철한 모범생 중 선정하여 수업료 지원

내 . 꿈 . 을 . 펼 . 치 . 는

성덕고등학교



우수한 교사진과 차별화된 교육 인프라 학력 UP! 성덕 인재 양성 프로젝트

가장 젊고 열정적인 교사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화려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선생님들을 해마다 선발

•1교사 1연구논문 작성, 1대학 및 1학과 분석을 통한 

   전문적 진로 지도

교과 특성에 최적화된 교육 환경에서 수업합니다

•전 과목 수업을 전용교실에서 시행(블록타임제 수업)

•10명 내외 소인수 수업을 위한 스마트 교실 마련

•전자 칠판, 전 교사 스마트 탭북 제공을 통해 다채로운 

   수업 환경 제공

•최첨단 시설의 자기주도학습실 운영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학부모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학교생활 편의를 위한 개인 사물함 지급

•1인 1기(一人一技) 교육 실현을 위해 전교생 사용 가능한 

   악기 구비

수준별 & 소인수 수업을 통해 학습의 질을 높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의 수준별 수업 실시(전학년)

•2학급 4수준 편성으로 15명 내외 수업(영어, 수학)

•소수 학생을 위한 선택 교과 개설(국제경제, 음악전공실기 등)

최상위권을 위한 인재반·영재반을 운영하여
심화학습을 돕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지정 ‘인문사회/과학 영재학급’ 운영

   (연간 300시간 이상)

•자체 선발을 통한 ‘창의인재/글로벌인재 학급’ 운영

•고려대학교와의 MOU 체결 

   : 교수 초청 강연, 연구소 방문, 소논문 쓰기 활동 지원

•전담 교사의 철저한 관리, 자기주도학습실 별도 운영, 

   모의학력평가 별도 실시

방과후학교를 개설하여 한 명 한 명의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수준별 ‘방과후학교(Walking-Running-Flying)’ 개설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기초반 별도 운영(국어, 영어, 수학)  

•대학생으로 구성된 학습 멘토링 시스템 운영(동행 프로그램)

맞춤형 진학지도로 학부모의 입시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입시 전략팀의 최근 대입 자료 분석을 통한 전문적인 입시 상담

•1학년 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한 자기소개서 및 

   포트폴리오 작성 지도

•개인별 학생부 및 모의고사 성적의 누적자료 제작으로 

   체계적인 성적 관리

•우수대학 입학사정관 및 입학업무관리자 초청 진학설명회 실시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나의 꿈을 찾도록 응원합니다 

•학생과 교사가 1:1로 연계한 진로 독서 멘토링제 실시

•다양한 적성 검사를 통한 맞춤형 진로 지도

•진로 교과 정규 편성으로 다양한 정보와 체험 시간 제공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미래 직업 학부모 강연, 직업 체험의 날, 전공 학과 설명회, 

     대학 탐방의 날, 나의 꿈 발표 대회 등 

•진로·진학과 연계한 상설 동아리 운영 

  : 고교-대학연계 STEAM 주제연구반, 경제동아리(SSEM),

    수학교재만들기반(수아로리), 역사탐구반(溫故知新), 

    봉사활동기획반(Brainy) 등

학생의 꿈을 찾아주는 진로·진학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