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의적 교과중심 프로그램 

학교교육과정의특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편제로 개편 다양한 교과목 개설과 운영 

2005넌에 오국어고등학고로 가교한 우己학교는 2010년어 자율헝 ‘정규수업과정(Regular Track)’은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운영지 

사딥고등학교로 전환하여 2011학년도 싣입생무더느 자율험 사립고 참이 의한 국方수준으 교육과정을, ‘전낙수업과정(Elective Track)’은 

로서 맞춤형 교육을 入 작하였으며, 2022년 현재 1학년 국저 트럭 2학 학생들으 전공과 진로 죄성에 [나라 부인이 선택하여 수강하거 되는 

급, 통합과정 9학급, 2학년 국제트럭 2학급, 민문사회트락 3학급, 자연 교육과정을 말합L 다 본교는 이러한 ‘정구수업과정(Regular Track)' 

괴학트랙 7학言, 3학년 국지 트랙 1 학다 인문사호 트랙 3학다 자연과 과 ‘선택수업과정(Elective Track)’을 조화人 켜 교육수요틀 충준}.. ？ 

학트랙 6학言으로 구성된 학교처 지 를 안성하였습니다 신입생온 입학 고 있으m, 학생들0 사교육은 받X 않고도 원하는 학업 성추 도어 

당}.. 부E1 자신으 지망트랙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트랙에 맞거 이를 수 있도록 밀도 있는 수업을 은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 

성창 전재력믈 그나화할 수 있도록 최척의 교육 괴정을 편성 운영하 의 학습 선덕권을 죄녀합 보장하7 우 해 필수 교과 이오 의 교과들어 

하고 있습L 다. 대하서는 초 [H한 많은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은영하고 있습L [.十

AP(Advanced Placement) 과정의 도입 심화 과목의 개설 

본교-e 2012학년도부E寸 AP과목을 정규 교과로 교수할 수 있도르 교 톤고는 다앙한 삼화 선택 과목을 노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 

육청으로부巳 민가틀 받있습니다. AP과목은 주로 국제 트럭에 집중 어 밋 제2외국어에서 심희 고고별 

적으로 개설노 어 있는더 , 국내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o 급 뭍已 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등의 심화 과성을 도입하여 [H학 

AP과목을 듣고자 할 경우 ‘선덕수업과정(Elective Track, ET)' 신청을 교앙과정 수준으 수업이 0 루어지고 있습L 다 민든사호 트랙은 영 

통해 수강할 수 있노록 하고 있습L 다 어 밋 저 2우 국어 구사 능력을 자연과학트랙은 수학 밋 과학어 서 수 

준 높은 연구 및 탐구 능력을 그대호十人 킬 수 있도록 고육 과정믈 쏠 

계하여 학생들으 天 적 호7 심에 부음하고 있습L 댜 

학년 별 학생 현황 (2022학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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