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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학이념   I 애천(愛天)  애인(愛人)  애국(愛國) 

교육목표   I ‘대한민국 교육의 국제화’ 라는 시대적 요구를 수렴하여 국제교류를 

원활하게 하며, 세계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최첨단 교육시설을 갖춘 캠퍼스에서 3대 교육목표 달성을 

모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타적 품성과 창의적 지식을 갖춘 글로벌 리더의 양성

A C G

이타적 품성 교육 

Altruistic Mind  
i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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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 I A  현황

2006
개교년도

4
학년당 학급수

100
학년당 입학정원

36,000
도서관 장서 (원서 9,000권)

300
동아리(중/고 연계 동아리 포함)

100
국제계열 전문 교과 및 주문형 강좌

02

세계의 중심

청심인의 끊임없는 도전
본교는 지구촌 시대에 직면하여 복잡다단해지고, 지역적인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간 분쟁이 끊임없는 

세계화·국제화의 시대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갈 국제지역 

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교는 최첨단의 교육 시설은 물론, 최고 수준의 학생에 걸맞은 교사진과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폭넓은 교육을 통해 

큰 지식을 완성해 나가고, 교과 내에서 학습한 문제해결력을 바탕으로 사회와 소통하고 상호 이해하며 

즉실천을 통해 감동을 줄 수 있는 학교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내 모두의 공동 목표와 Vision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학습자 중심의 시각

에서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학생, 학부모 여러분! 시대와 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국제적 인재가 되고 싶다면 본교의 문을 두드리

십시오, 또한 귀댁의 자녀를 맡겨주신다면 ACG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도자로서의 품격에 맞는 교육을 시행

하기 위해 신뢰와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심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청심국제중고등학교장   조 형 우

세계가 원하는 인재,

청심이 키우겠습니다.
이타적 품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지식을 추구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의 메카, 청심국제중고등학교는 잔잔한 

청평 호수에서 불어오는 산뜻한 바람과 맑은 공기를 호흡하며 애천·애인·애국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ACG 

교육이념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3월에 개교하였습니다. 전국 최초의 유일한 중고

통합 국제중고등학교로서 본교를 개교하기까지 오랜 기간 치밀하게 계획하여 세계적인 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시설, 인적 구성 등 유·무형의 제반 조건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본교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일으키는 잔잔한 청평 호수의 물결은 세계를 무대로 

커다란 파도를 일으켜 나갈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러한 큰 꿈을 가진 청심국제중고등학교를 세계를 향해 

눈을 뜨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께 자랑스럽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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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ruistic 
Mind
in EducAtion

인류에 공헌할 이타적 품성

● 효와 예를 기본으로 하는 공동체 생활 교육 

● 심신일체의 바람직한 균형을 지향하는 전인 교육 

●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삶을 지향하는 인간존중 교육 

●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협동적 실천 교육 

● 인류공동체에 대한 봉사심과 헌신성을 기르는 교육 

I  생활 지도 교육 , 명사 특강

- 이타적 품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본 예절 교육 

-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강의를 통한 전문가적 소양 함양 

I  전원 기숙 생활을 통한 공동체 정신 함양

- 중학교 시기부터 시작되는 자기 관리 능력 향상  

- 인성 교육을 통한 이타심 함양

I  피스디자이너 활동 (Peace Designer)

- Un의 SDGs(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기획 및 활동 

I  차별화된 체육 프로그램

- 양궁(중학교)  

- 골프(고등학교) 

- 태권도(중/고등학생)

I  목요 음악회

-   노래, 댄스, 연주 등 예체능 공연 중심의 목요 음악회의 정기적 시행 및 봉사활동  

시간 부여

I  1인 1악기 프로그램 (중학교)

-   개인별 악기(현악기, 관악기, 피아노, 드럼 등) 필수 선택 및 매주 참여함으로써  

예술적 소양 함양

- 학년말 1인 1악기 음악 발표회 진행

Altruistic Mind i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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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토의, 토론, 발표, 과제중심수업

-   강의식 수업 보다는 프로젝트 중심, 토의 . 토론, 발표 중심의 수업 진행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성 및 고차 사고력 함양 

I  교과융합 프로젝트 진행

-   자신의 진로 탐색에 대한 심화된 연구기회를 통한 프로젝트 진행 및 보고서 작성

I  과제연구

-   대학교 수준의 정식 논문 작성 및 발표를 통한 학문적 역량 강화

I  주문형 강좌 운영

-   정규교육과정 외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필요한 심화 강좌 추가 편성 및 운영 

I  방과후학교(무학년/무학급제)

-   다양한 영역의 방과후 수업을 통한 잠재력 개발 

I  자율동아리활동

-   중/고 약 300개에 달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한 개인별 꿈과 끼에 맞는 소질과 

적성 계발

I  도서관

-   영어 원서(약 9000권)를 포함한 36,000여권에 달하는 환경에서 풍부한 지식 정보 

습득 및 자유로운 연구 활동 지원

창의적 연구 역량 강화

● 종합적 사고력 및 창의성을 기르는 통합교과적 토의/토론 교육 

●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교육 

●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을 통한 체험중심의 창의성 교육 

● 다양한 적성과 능력에 따른 수준별 소집단 학습교육 

● 창의성과 학습성을 고루 개발할 수 있는 교육

Creative Knowledge in Education

Creative 
Knowledge 
i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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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eadership  

in education

글로벌 리더 전문 양성

● 세계인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국제 언어 교육 

● 인류애를 통해 동질감을 획득할 수 있는 국제성 형성 교육 

●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국제 지역별 문화체험 교육 

● 한국문화와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알리는 교육 

● 세계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국제 인재 리더십 교육 

I  영어로 이루어지는 수업 환경

-   주요 교과목의 영어 강의 및 영어 교재 활용 수업을 통한 차별화된  

교육 방식 제공 

I  Round Square Conference

- 세계 명문 사립학교 연합 한국 유일 Global Member 

- 미국, 호주,  유럽 등 세계 180개 우수한 학교와 국제교류

- Round Square 주최 봉사활동 및 국제회의 매년 진행

I  CSIA MUN

-   2009년을 시작으로 세계 명문 사립 학교 네트워크 학교 학생들과  

대규모 행사 진행 

- 외국 학생들 초청 및 Korean Adventure 행사 진행 

-   국제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와 조사 및 대회 참가를 통해 건전한 토의, 

토론 문화정착 및 국제적인 시각 배양

I  Youth 포럼 개최

- ‘평화’를 주제로 한 국제 포럼 기획 및 진행

I  국제이해 체험 활동   

- 해외 체험 활동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 

I  해외 교육기관 교류 및 교환 학생 프로그램  

- 재학생 외국 학교 방문 및 외국인의 본교 방문을 통한 지속적 교류 

Global Leadership i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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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글로벌 역량 중심 수업    I
- 중학교 주요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며 영어 능력 향상 및 차별화된 교육을 경험

-   고등학교 AP 과목의 정규 수업 편성을 통한 대학 과정 수업 미리 경험 

-   수준과 진로 선택에 따른 맞춤형 제2외국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수업 

제공(경기도 교육청 제2외국어교육 으뜸학교 선정)

I  진로 독서 프로그램 운영    I 

- 학기 초마다 희망 진로 또는 교과학습 관련 도서 선정 후 독서활동 진행

- 자율적 독서 태도 형성 및 자기주도 학습 능력 신장

I  영어 및 제2외국어 자율 프로그램 운영    I
- 본교만의 언어 특화 시스템으로 제2외국어 인증 기회 제공

-   영어, 제2외국어의 연구계획서/진로탐색보고서 작성을 통해 다양한 언어

능력 활동 및 목표 이행 동기 부여

-   원서를 읽고 서평 작성 후 인증심사위원회 인증으로 언어실력 신장 및 사고

확장과 비판적 능력 배양

I  동아리 활동    I
- 다양한 동아리 활동 경험을 통해 학생의 개성과 소질 신장

- 꾸준한 진로 관련 계발 활동을 통한 자신만의 스토리 완성 

-   중/고 연계 동아리 활동을 통한 선후배 연대 관계 형성 및 공동체 정신 함양

I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I
- 자신의 진로, 흥미, 특기와 연계한 장기 봉사활동 계획 수립 후 실천

I  과제 연구    I
- 대학교 수준의 논문 작성 기회를 통한 자기주도적 연구 수행능력 향상

- 지도교사의 전문적 조언을 통한 수준 높은 논문 작성 능력의 배양

- 공동 연구 수행을 통한 소통 및 협업 능력 함양

- 학년말 연구 논문 및 프로젝트 활동 보고서 발표

- 다양한 국제 대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선발 기회 제공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고차
사고력
함양 

영어로 이루어지는 수업 운영 및 

다양한 선택 과목 운영을 통한 학생 역량 함양 교육과정 편성 및 

수준 높은 수업의 운영

역량중심교육

세계교육의 중심

교육프로그램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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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차별화된 선택 교과 과목 편성 및 운영    I

 

I  국내/해외 대학 맞춤형 교육과정    I

I  진학지도 및 진로 프로그램    I

-   고등학교 전교생 모두 자율적으로 희망 진로 등에 따라 교과목 선택 가능 

- 일반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하고 심화된 교과목 구성 

- 과목명에 따라 차별화되는 다양한 형태의 교과 수업 운영

  

- 국내 · 해외 대학 진학 병행 가능

-   SAt, AP 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에 반영 및 학교 자체 시험 센터 운영

- 문 · 이과 구분 없이 다양한 융합적 학문 중심의 운영 

-   원서 교재 및 교사 자체 제작 교재 사용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수업 운영 

- 국내대학 · 해외대학 진학실 운영을 통한 맞춤형 입시 지도

-   학교 내 진학 전문 카운셀러와 1학년부터 체계적인 개인 맞춤형 진로 설계 및 관리

- 미국, 유럽, 홍콩, 캐나다 등 전세계 입시 지도 가능 

-   본교 졸업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국내 · 외 유명 대학교 입학담당관 초빙 등 진로 특강 실시

AP(대학과목선이수제) 
과목의 정규 교과 운영

다양한 
선택과목

국제인문·사회 및
국제융합과정

수준높은 
심화과정 수업

경제, 국제관계의 이해, 미시경제학, 사회문화, 정치와 법, 거시경제학, AP U.S Politics, AP World History, 시사 영어, 일본 언어와 문화, 철학, AP Microeconomics, 

AP Macroeconomics, AP Comparative Politics, 사회문제와 인문학적 상상력, 정치학 개론, 비교문화, 국제법, 통계로 바라보는 국제문제, AP Statistics, 경제학 개론, 실천윤리학의 이해, 

AP Physics I, AP Biology I, AP Chemistry, 일반 물리학 I, 일반 물리학 II, 일반 화학 I, 국제 경제, 국제 경제 과제연구, 환경 생물학, AP Physics C: Mechanics, AP Physics e&M, 

정치학 고전 읽기, 사회 탐구 방법, 사회학 개론, 논증적 글쓰기,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화학 II, AP Physics II, AP Biology II, 수학 I, 수학 II, 기초미적분학, 수학 II, AP Calculus-I, 심화 영어 I, 

AP english Literature I, AP english Literature II, 영어 비평적 읽기와 쓰기, 영어 작문과 토론, 논문 작성법, 사회문화 과제연구, 한국 사회의 이해, 국제법 과제연구,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현대 세계의 변화, 현대 사회의 윤리적 쟁점, 경제학 고전 강독, 고급 경제학, 지역 이해, 국제정치 과제연구, 논증적 글쓰기, 윤리학, 사회학 개론, 에너지 환경과학, 고등학교 사회적 경제 선형대수학, 

확률과 통계, 수학 과제연구, 심화 영어 작문 
�2022학년도 고1~고3 개설교과목 기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리더 양성을 위해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선택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추구

배움중심교육

세계교육의 중심

교육프로그램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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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해외 입시 프로그램 운영    I 

- 적극적인 해외대학 방문 및 본교 방문을 통한 효과적인 학교/학생 홍보

- 해외 대학 설명회 참가를 통한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 안내

- 입시 결과 분석을 통한 입시 트렌드 맞춤형 진학 지도

- 해외 대학 맞춤형 학교 프로파일 제작

- 개인 맞춤형 학생 Resume 작성 안내

- 대입 에세이 첨삭 지도

- 개인의 특색이 드러나는 연구 활동 안내 및 참가/운영 독려

- 학부모 간담회 정기적 시행 및 학생 맞춤형 진학 상담 상시 운영

-   진로 시간 ‘College Search’를 통한 ‘나에게 맞는 입시 전형 찾기’  

활동 진행 

- 졸업생 원서 관리를 통한 진학 자료 제공 

- 졸업생-재학생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I  국내 입시 프로그램 운영    I

-   적극적인 국내대학 방문 및 본교 방문을 통한 효과적인 학교/학생 홍보

- 수시 및 정시 대비를 위한 개인별 최적화된 상담 진행 

-   졸업생 입시자료(교내 활동, 자기 소개서, 면접 후기 등) 관리를 통한 

진학 자료 제공

-   졸업생 입시 결과 분석을 통한 내신 지표에 따른 지원 가능 대학  

데이터 구축

- 진로 시간을 통한 모의 대학 지원 활동 진행

- 입시 결과 분석을 통한 입시 트렌드 맞춤형 진학 지도

-   고1부터 이루어지는 학부모 개별 상담 및 학생 맞춤형 진학 상담  

상시 운영 

- 개인의 특색이 드러나는 연구 활동 안내 및 참가/운영 독려

 국내 입시 및 해외 입시 지도를 위해 

전문 진로 진학 카운셀러의 세심하고 정확한 입시 지도, 

3년 동안의 학생 개별 프로파일 관리 및 

최적화된 진학 지도를 통한 입시 성과 및 만족도 달성

최적화된 맞춤식 진학 지도 교육

세계교육의 중심

교육프로그램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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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성과

대학명 학생수 대학명 학생수

national
University

Boston University 2 명 national
University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2 명

Carnegie Mellon University 1 명

national 
Liberal 
Arts 

College

Carleton College 1 명

emory University 3 명 Davidson College 1 명

Georgetown University 1 명 Grinnell College 1 명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 1 명 Smith College 1 명

Johns Hopkins University 1 명 Swarthmore College 1 명

northeastern University 5 명 Union College 1 명

nYU / nYU, Abu Dhabi 4/4 명 Wesleyan University 1 명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 명

Arts/ 
Music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1 명

Purdue University 5 명 Parsons School of Design 1 명

Rice University 2 명 Pratt Institute 2 명

UC Berkeley 4 명 Ringling College of Art & Design 1 명

UC Irvine 8 명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1 명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2 명 Peabody Institute of Johns Hopkins 1 명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14 명

영국

Durham University 2 명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2 명 University of St. Andrews 1 명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1 명 London School of economics(LSe) 1 명

University of Pennsylvania 1 명
홍콩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1 명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5 명 HKUSt 2 명

University of Virginia 1 명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 명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3 명 University of toronto 2 명

I  2022학년도 해외대학 진학성과  I
2022.04 기준 / 중복합격자 포함

대학명 학생수 대학명 학생수

서울대 10 명 한국외대 3 명

연세대 6 명 경희대 9 명

고려대 12 명 중앙대 8 명

서강대 8 명 카이스트 1 명

성균관대 17 명 포스텍 1 명

한양대 5 명 육군사관 1 명

이화여대 1 명 서울교대 1 명

I  2022학년도 국내대학 진학성과  I
중복합격자 포함

학교명 학생수

청심국제고 58 명

용인외대부고 7 명

하나고 4 명

민사고 1 명

대원외고 2 명

인천하늘고 1 명

기타 (외고, 국제고,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7 명

일반고 25 명

I  2022학년도 중학교 진학성과  I
2022.02 기준 / 중복합격자 미포함(105명 기준)

꿈★은 이루어 진다!
그 출발은 청심국제중고등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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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에게 있어서 

청심이란?

청심에서 보낸 학창 시절에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한 기억 대신에 잔디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자연 경관을 배경 삼아 음악회를 준비했던 소중한 중고등학교 시절 얘기는 언제 해도 재미납니다. 청심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지금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한숨 돌리고 다시 들어가는 여유를 가진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어 처음엔 우왕좌왕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하루 일정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학교에서 개개인이 필요한 관심과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늘 신경 써주셨다는 점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각자 잘하는 

일을 찾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함께 고민해 주셨기에 조바심 내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청심하면 떠오르는 세 가지 단어?

뿌리 경험 감사

이 하 경

●  청심국제중학교 1기
●  청심국제고등학교 4기
●  이화여자대학교 불문학과 / 언론정보학과 학사
●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  미국 ABC news

구 나 연

●  청심국제중학교 7기 
●  청심국제고등학교 10기 
●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재학
●  MBC 보도국

청심은 제게 무한한 경험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수업시간 자유롭게 오고 가는 토론과 대화 속에서 시야가 넓어졌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 속에서 

여러 역할을 경험했습니다. 언제든 다가가고 찾아갈 수 있던 선생님들은, 제가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셨

습니다.저는 청심에서 뭐든 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청심은 제게 무한한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은 건 방과후 수업으로 열렸습니다. 하고 싶은 악기, 운동 모자람 없이 했습니다. 

원하는 학생은 공연을 기획해 볼 수도, 사업을 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청심에서 뭐든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청심은 제게 '뭐든 될 수 있다', '뭐든 할 수 있다'를 알려준 곳입니다. 그렇게 한계를 두지 않았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청심하면 떠오르는 세 가지 단어?

경험 기회 성취

나 지 윤

●  청심국제중학교 7기
●  청심국제고등학교 10기
●  University of Pennsylvania Biology major 
●  Stanford Biosciences (SCBRM) PhD program

청심은 저의 10대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제게 잊지 못할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준 고마운 학교입니다. 6년 동안 청심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만큼 더 나은 제 모습으로 성장해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기숙 생활을 하며 학교에 다닌 경험 덕분에 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통해 제 선택에 책임을 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청심은 제게 실패를 통해 스스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환경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청심을 떠올리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동아리 경험들입니다. 해보고 싶은 공부나 활동들을 마음껏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해준 청심의 동아리 

시스템 덕분에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들과 잊지 못할 추억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청심에서 그 누구보다 저를 믿어주시고 제 꿈을 졸업 후 지금까지도 응원해주시는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학업, 진로, 심리상담

까지 매일 신경 써주시는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지도 덕분에 선생님들께 의지하며 성장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심에서 이렇게 소중한 선생님들의 

제자가 될 수 있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심하면 떠오르는 세 가지 단어?

성장 디딤돌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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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입생으로 입학할 무렵인 2020년 겨울, 갑자기 찾아온 CoVID-19 팬데믹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혼란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안정적인 비대면 교육 환경을 구축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였고, 학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한 등교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청심인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 혼란의 시기를 잘 견뎌냈다는 생각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타적 품성과 창의적 지식을 갖춘 글로벌 리더 전문 인재양성이라는 우리 학교의 교육목표는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끝자락에서 우리 청심인은 다시 이전처럼 정상적인 학업과 학교 생활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학과 함께 코로나를 경험한 3학년과 달리 

1, 2학년 학우들은 아름다운 청심의 교정 속에서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지, 덕, 체의 완성에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청심국제중학교를 만드는 여정에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 채 현

                                                                                                              전교회장

6년 전, 몸도 마음도 참 어렸을 때 청심에 입학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청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어디에도 없을 인성 교육을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하루종일 붙어있다보니 친해지는 만큼 싸우기도 할 터, 그럴 때면 생활관 시설을 

따로 빌려 깊은 속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친구들과 울고 웃던 기억들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과 넓은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3년, 또는 6년간 성장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가벼운 농담 한 마디에도 존중과 고마움의 뜻을 정확히 표현할 줄 압니다. 

타인과 함께 성장하며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경험은 청심이 아니었다면 아마 겪지 못했을겁니다. 

또 저의 중학교 1학년 시절은 분명 교탁 앞에만 서도 새빨개진 얼굴에 경직된 어깨, 제대로 된 문장 하나 완성하지 못하던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발표 수행평가와 

토론형 수업을 통해 저도 모르는 새 훈련되었던걸까요, 저는 어느덧 전교생 앞에서도 연설할 수 있는 학생회장으로 거듭났습니다.

학생들의 가능성을 최대로 끌어올려주는 선생님들의 지도 아래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성장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느 청심인에게든 찾아오는 기적 같은 행운입니다.

                                     김 재 연

                                                                                                              전교회장

"청심국제중학교" - 저에게 이곳은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청심

에서 지내온 세월 동안 수없이 느꼈던 것은 무엇보다 저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그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나 자신의 소양을 기르고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의 수업 활동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에 귀 기울이며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청심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시고, 밤낮으로 열심히 고민하시면서 학생들을 

위해 꼼꼼하고 정확한 수업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십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수업에 경청하는 태도로 임하며 저마다 다른 본인만의 목표를 위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청심에서의 학교생활은 저에게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청심국제중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3년간의 중학교 생활을 보내게 되었더라면, 

이곳에서 겪어온 소중한 경험들이 지금의 저에게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아찔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청심은 저에게 제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

준 고마운 학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여러분의 3년을, 또는 길게는 6년을 함께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정 예 하

                                                                                                              전교부회장

저에게 청심국제고등학교는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동아리,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진행하는 학생회 등 다양한 활동들은 저에게 

리더쉽과 협동의 가치를 가르쳐주었습니다. 학생 중심의 수업방식과 융합 프로젝트 활동은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배우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청심국제고등

학교는 ACG (이타적 품성, 창의적 지식, 글로벌 리더쉽)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기쁨을 가르쳐

주며, 갈등을 이타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5년동안 청심국제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학생 주도적인 수업을 통해 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수업방식은 저로 하여금 더 풍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청심을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단순히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타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그 지식을 통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청심국제고등학교가 있었기에 저는 꿈을 향해 

더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꾸는 누군가에게 청심을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청심은 여러분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청심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고 꿈을 향해 나아가기 바랍니다.

                                     정 윤 지

                                                                                                              전교부회장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과거에 학문적 지식은 소수에게만 보장되었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미래에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 지식들을 조합

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심은 이러한 미래사회에 중요시될 능력들을 어느 학교보다도 잘 길러준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이타적 심성을 기르고, 스포츠, 악기, 동아리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선생님들의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인문학적, 자연과학적 지식을 기르고 자료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또한 청심에서는 다양한 모둠활동, 토론, 발표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친구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쉽을 키우고 미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청심생활을 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크게 성장한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저의 인생

에서 청심국제중학교 3년간의 생활은 하나의 큰 전환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박 도 윤

                                                                                                              전교부회장

“자유로움, 기회의 공간”

제가 청심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자유로움과 기회의 공간입니다. 청심의 재학생은 중, 고를 다 합쳐도 600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청심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일반 어느 대학과 견주어 보아도 뒤처지지 않게 넓습니다. 이런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청심 학생들은 분위기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심의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무엇을 하든 지지해 주시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틀에 박힌 사고를 하지 않고 열린 사고와 세상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더불어 저는 청심을 기회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출중한 실력을 갖춘 친구들이 모인 청심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훌륭한 친구들과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입니다.

                                     김 지 광

                                                                                                              전교부회장

재학생에게 있어서 청심이란?

중학교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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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information

비전홀로비

학생회의실(고등학교)국제회의실

도서관

대강당

무용실

체력단련실

열람실

과학실체육관

급식실골프장

학생회의실(중학교)

밴드실

본관   I 5F 고등학교 교실, 교무실, 진학상담실(국내·외)

 4F 중앙교무실, 국제회의실, 과학실, 컴퓨터실, 학생회의실

 3F 중학교 교실, 교무실, 열람실

 2F 미술실, 도서관, 열람실, 세미나실

 1F 대강당, 행정실, 음악실, 상담실, 보건실, 체육관

 B1F 무용실, 밴드실, 식당, 매점

청심 교육시설

종합강의동

천연잔디운동장

대강당 애인관(여)

애천관(남)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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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dormitory

a day of cheongshimin

청심인의 하루

시간 일과 내용 

06:30 기상

06:40 ~ 07:00 Good Morning CheongShim

07:00 ~ 07:30 아침 등교 · 아침 식사

08:00 ~ 11:50 조례, 창체활동, 1교시 ~ 4교시

12:00 ~ 12:50 점심 식사

13:00 ~ 15:50 5교시 ~ 7교시

16:00 ~ 16:50 8교시 / 공강

16:50 ~ 17:00 종례 · 정리

시간 중학교 시간 고등학교

17:00~18:00
저녁 식사  

동아리 활동
17:00~18:00

저녁 식사  

동아리 활동

18:10~21:00
자기주도학습

방과후 학교
18:10~21:00

자기주도학습

방과후 학교

21:00~21:20 야간 간식 21:00~21:20 야간 간식

21:30~21:50
Good night 

CheongShim
21:30~21:50

Good night 

CheongShim

21:50~23:30
휴식 · 자율학습

선택
21:50~23:30 자율학습

22:30~24:00 취침준비 22:30~24:00 취침준비

24:00 소등 24:00 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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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귀교 버스 운영 (2022 기준)

-   매주 금요일 귀가 후 일요일 귀교 

-   노선 : 용산역, 서울역, 목동, 강남버스터미널, 종합운동장, 대치동, 동서울 터미널, 수서역, 

구리/태릉, 일산, 부평, 수원, 용인수지/분당, 평촌, 산본

Global Leadership Training Center

본교의 교육 이념인 ACG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룬 세계적인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인성 교육의 장 

I    중학교때부터 시작되는 기숙 생활의 매리트    I

-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한 자기주도적 생활 습관 향상

-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이타심 함양

- 학생 스스로가 삶의 주체가 되는 생활 습관 형성 

I    GLTC 관계 형성 프로그램    I

- 기본 예절 교육 

- 멘토-멘티 활동

- 룸메이트 배려를 위한 규칙 정하기 

-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통한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 및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기숙사 

생활 속에서 공동체 의식 함양, 사회적 교류 경험, 자존감 고취

I  GLTC 자기변화 프로젝트 ’66일 습관형성’    I

- 학습, 생활, 예절, 건강 등의 분야에서 주제선정 후 66일 습관 달력 기록

- 66일 동안 목표습관 실천, 실천내용 인증 과정을 통해 좋은 습관 만들기 도전

- 개인적 목표에 의한 노력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관 습관 형성 및 성취감 고취에 기여 

제2의 home, 

청심만의 기숙사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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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정원

I

모집단위 모집 인원 비 고

정원 내

일반전형 80명

기회균등대상자 12명

사회다양성 A 4명

사회다양성 B 4명

정원 외

특례입학대상자 (2명) 정원의 2% 이내

국가유공자 자녀 (3명)
교육지원대상자

정원의 3% 이내

계 100명(5명)

지원 
자격

II

전형구분 지원자격 비 고

공 통

●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일반전형 ● 공통지원자격 동일

사회통합전형
● 1단계 원서접수 전 방문하여 지원 자격 사전 검토 확인 필수
● 사전 자격심사 완료자에 한하여 대상자 범위에 속하는 자 

특례전형
●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4~6학년 중 2년 이상 재학한 자

국가유공자

자녀전형
● 보훈청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인 받은자 ※ 2023학년도 신입학 모집요항 승인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승인된 최종 모집 요항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중요!!!

청심국제중학교   I   2023학년도 신입학전형 middle school admission 

III
전형 
일정

예 정 안 2022. 07. 01. - 07. 06.

2022. 10. 11. - 10. 14.

2022. 10. 20. - 10. 24.

2022. 10. 27.

2022. 10. 27.

2022. 10. 28. - 10. 31.

2022. 11. 01. - 11. 02.

2022. 11. 12.

2022. 11. 15.

신입학 전형요항 최종 승인본 확인

지원자격 사전 검토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특례입학 대상자

인터넷 원서 접수

각 전형별 모집인원의 2배수 

전산 추첨 방식 선발

1단계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 해당 서류 인터넷 입력 후 출력

2단계 제출 서류 본교 방문 접수 (우편접수불가)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

자기주도학습영역 25점

인성영역 15점

최종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공고

사전검토

1단계
(원서접수)

1단계
(추첨)

1단계
(합격자발표)

2단계
(서류입력)

2단계
(방문접수)

2단계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2928



모집
정원

I

모집단위 모집 인원 비 고

정원 내

일반전형 60명

지역우수자전형 20명

사회통합전형 20명

정원 외

특례입학대상자 (2명) 정원의 2% 이내

국가유공자 자녀 (3명)
교육지원대상자

정원의 3% 이내

계 100명(5명)

지원 
자격

II

전형구분 지원자격 비 고

공 통

국내 재학생
●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국제고등학교가 없는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및 졸업자
● 경기도 내 전 가족 단독세대로 실제 거주하는 자

일반전형 ● 공통 지원 자격 동일

지역우수자전형 ● 가평군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022년 3월 2일부터 재학한 자)

사회통합전형
● 1단계 원서접수 전 방문하여 지원 자격 사전 검토 확인 필수
● 사전 자격심사 완료자에 한하여 대상자 범위에 속하는 자 

특례전형
●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국가유공자

자녀전형
● 보훈청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인 받은자

※ 2023학년도 신입학 모집요항 승인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승인된 최종 모집 요항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달 시, 추가 모집 일정은 추후 승인된 최종 모집 요항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청심국제고등학교   I   2023학년도 신입학전형 high school admission

III
전형 
일정

예 정 안 2022. 09. 01. - 09. 05.

2022. 12. 09. - 12. 15.

2022. 12. 14. - 12. 15.

2022. 12. 19.

2022. 12. 20. - 12. 21.

2022. 12. 25.

2022. 12. 30.

신입학 전형요항 최종 승인본 확인

인터넷 원서 접수

1단계 서류 본교 제출

1단계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 해당 서류 인터넷 입력 후 출력

자기주도학습영역 30점

인성영역 10점

최종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공고

1단계
(원서접수)

1단계
(서류제출)

1단계
(합격자발표)

2단계
(서류입력)

2단계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3130



청심의 열정은 세상을 환히 비춥니다.

청심의 미래는 밝습니다.



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