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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현황과 교육 성과  [ Facts & Results ]

진학 현황
▒  국내대학
- 경기도 소재 외국어고 2013학년도 대학 진학 실적

학교 학생수
SKY대학 진학실적 합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인원 비율

경기외고 320 14 70 45 129 40.3%

A외고 400 22 71 53 146 36.5%

B외고 480 21 94 47 162 33.8%

C외고 480 9 68 80 157 32.7%

D외고 240 12 27 25 65 27.1%

E외고 240 2 25 18 45 18.8%

*  2013.03. 하늘교육

▒  2012학년도 해외대학 합격결과(IB반)
- 전세계 순위 100위권 이내

No. 대학명 국가 대학 순위 합격자수

1 Imperial College London 영국 8 1

2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미국 9 1

3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미국 13 2

4 Cornell University 미국 18 1

5 University of Michigan 미국 20 2

6 Carnegie Mellon University 미국 22 1

7 University of Washington 미국 24 1

8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 25 1

9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미국 31 3

10 University of Edinburgh 영국 32 1

11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미국 33 1

12 New York University 미국 41 1

13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미국 42 1

14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미국 44 1

15 Boston University 미국 54 1

16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미국 56 1

17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홍콩 65 1

18 Purdue University 미국 69 1

19 Rice University 미국 75 1

20 Emory University 미국 79 1

총 합 24

*  참고 : 전세계 기준 주요 한국대학 순위

   - 서울대 59위, 연세대 183위, 성균관대 223위, 고려대 236위

 * 전세계 대학순위 정보출처: Thomson Reuter

 <http://www.timeshighereducation.co.uk/world-university-rankings/2012-13/world-ranking>

교직원 현황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진과 교육 활동 및 학생 생활을 지원 하는 

행정직원,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교사

▒  교과 지도 교사 현황

국

내

반

교과군 교사 조교

국

제

반

(IB)

교과군 과목명 교사

전인교육과 6 Group 1 한국어 2

국어과 7 3 Group 2 외국어 4

영어과 11 1 Group 3 사회 3

수학과 10 3 Group 4 과학 2

사회과 5 1 Group 5 수학 2

과학과 4 Group 6 예술 2

전공어과

(중어,일어)
11 2 College Counselor 1

계 54 10 계 16

▒  외국인 교사 국적 현황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호주

4 3 2 2 1 2

▒  교육 지원 부서 직원 현황
- 교사들의 본업 충실을 위한 지원체계

Great People GAFLIANS

경기외고 교육 목표와 학교 개관  [ GAFL at a Glance ]

학교 법인 봉암학원(鳳唵學園)의 설립목표와 운영방침
▒  설립정신

‘인본주의(人本主義)’와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으로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다원화사회의 이해를 

통해 지구촌의 바람직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감각과 

인성, 소통력을 갖춘 미래지도자를 양성한다.

▒  교육방침
1. 높은 교육성과 달성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심화학습을 진행한다.

2.  외국어교육과 바람직한 토론문화 중심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힘쓴다.

3.  리더십과 글로벌 매너 교육을 통해 지구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세계적인 리더의 

소양을 길러준다.

4.  전인교육과 봉사활동 참여교육을 통해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이타적인 인재를 

양성한다.

학교 교육목표
▒  경기 외고의 사명 선언 (Mission Statement)

경기외고는 도덕적 인성 교육, 영재 교육, 창의 사고력 교육, 

세계화 교육을 통하여 세계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창조적 

글로벌 리더 육성을 교육 목적으로 한다.

▒  경기 외고 교훈
세계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창조적 글로벌 리더의 육성

▒  구현하고자 하는 학생상
●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지도자적 인성을 갖춘다

   → 섬김의 지도자

●   자신이 진출할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영재성을 최대한 신장한다

   → 탐구인

●   심신의 조화, 감성의 계발을 통하여 창의적인 능력을 함양한다  

   → 창조인

●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갖춘다

   → 세계인

▒  교육 중점사항
●   도덕적 인성 교육 ●   영재교육

●   창의 사고력 교육 ●   세계화 교육

학교 유형
●   경기도 의왕시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   남녀 공학 기숙사 학교

●   국내 최초 IBDP 운영 학교 

학급 및 학생 현황 (2013 학년도 현재)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영어과 3 102 3 112 3 123 9 337

영어과
(IB Class)

1 30 1 32 1 26 3 88

중국어과 2 62 2 63 2 72 6 197

일본어과 2 61 2 64 2 70 6 195

계 8 255 8 271 8 291 24 817

장학제도 (2013 학년도 현재)
장학종류 인원 장학 비율

교내

장학금

GAFL

장학금

학교장 장학금 6명

96명/817명

전체 12%

과 최우수

성적장학금

영어과장학금 6명

중국어과장학금 6명

일어과장학금 6명

성적우수 

장학금

영어과장학금 6명

중국어과장학금 6명

일어과장학금 6명

Leadership 장학금 1학년 2학년 3학년 6명

법인 및 교직원자녀 장학금 해당 학생

법인

장학금

이사장장학금 1학년 2학년 3학년 6명

눈높이장학금 1학년 2학년 3학년 8명

글로벌장학금 1학년 2학년 3학년 8명

외부

장학금
외부장학금

의왕시민장학회 장학금

26명

의왕시육성재단 장학금

애향장학금

백암재단 장학금

삼성동아열린 장학금

기타

사회적배려대상자 교육비 지원 현황
지원 종류

법정대상자

(기초, 경제적한부모, 차상위)

비법정대상자

(차차상위, 학교장추천)

입학금

전액 일반계고 수준 본인부담(초과분 지원)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학기 중 중식(주말, 방학제외) 학기 중 중식(주말, 방학제외)

기숙사비 월 사용료 전액 월 사용료 반액

방과후특강비 전액 전액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회비 3년 각1회 3년 각1회

교육과학기술부 지원금 해당 프로그램에 맞추어 지원

경기외고 주요 건물
●   Main Hall - 국내반 교과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   Student Hall - 학생들의 체력 단련 및 편의 시설

●   Global Hall - 국제반(IB) 교과 및 전공어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학생 서비스센터

●   Creation Hall(생활관)  Vision Hall(생활관) - 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

●   GAFL Ground - 풋살과 배드민턴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실내 체육 공간

학생들의 주요 생활 공간
●   학생회관(Student Hall) 

-  체력단련실, 요가 활동실, 학생회 활동실, 동아리 활동실, 매점, 서점, 현금자동지급기,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   예절실

-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전통 예절 및 문화를 전수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도서 및 음반, 차가 지원되는 사랑방으로 이곳에서 쉬는시간, 

식사시간, 간식 시간을 활용하여 기도회 및 각종 소모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   전공어 카페

-  영어, 중국어, 일본어카페는 해당 언어학습 및 해당 언어권 사회, 교양, 문화체험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지원하고, 보다 자연스럽게 언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위주로 요일별로 연극, 퀴즈 쇼, 각종 게임, 영상물관람, 스피치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카페 안에서는 해당 언어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코이노니아(친교의 방)

-  카페테리아 안에 5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어 예약을 하면 식사를 하면서 

10명 이상 50명까지의 각종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꿈두레정(야외 친교의 방)

-  교정에 정자가 마련되어 있어 휴식과 식사시간을 통해서 교우들과 여유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고산로 105번길 30 (031)361-0500

http://www.gafl.hs.kr

행

정

실

담당부서 인원

행정실장 1

기획예산팀 2

경영지원팀 4

국제교육지원부 1

생활관 3

합계 11

행

정

실

무

사

담당부서 인원

국제교육지원 3

행정지원 3

급식ㆍ네트워크지원 2

교무ㆍ학년지원 3

학생서비스지원 3

도서관 1

입학사정관 1

합  계 16

학

생

편

의

지

원

담당부서 인원

생활지도사 15

급식실 24

미화 및 보안 24

세탁/문고/매점 7

합 계 70

운동장

하늘공원

꿈두레정

체력단련실

GAFL Ground

교과교실

기숙사

과학실

예절실

GAFL Ground

Global Hall

Vision Hall

Creation Hall

Student Hall

Main Hall

서울대 59위

이사장  강 영 중

교 장  전 성 은



Great People GAFLIANS

경기외고 학생 생활  [ Student Life at GAFL ]

Great People GAFLIANSGreat People GAFLIANS

국제 교육 과정  [ IBDP Curriculum ]국내 교육과정  [ Rainbow 7 · 7 Curriculum ]

Great People GAFLIANS

경기외고의 주요 행사와 활동  [ Activities & Events ]

학생들의 자치 역량 극대화를 위한 학생자치회
▒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 확보
●  학생자치활동의 권장·보호 - 학생회 주관의 총학생회·학급회·동아리활동

●  학생자치활동을 학생이 주관하고, 학교(교사) 후원으로 실시

●  학생들의 의사표현 적극 수렴

▒  학생자치회 운영
●  학생입법위원회, 사법위원회, 행정위원회, IB위원회로 민주적 분립 체제 확립 

●  학교생활인권규정 준수를 위한 학생 자율적 통제 장치 마련

●  인권 존중, 준법 의식 고양 및 민주 시민 함양 교육으로 활용

소질, 적성, 진로에 따른 다양한 동아리

IBDP란?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

●   전세계 130여 국에서 2300개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대학 전 교육과정 

●   고2와 고3에 해당하는 2년간 국제기구에서 공인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을 하면 전 세계 대학에서 학력을 인정하는 디플로마(인증서)를 

수여

●   경기외고는 IB 디플로마를 발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 고등학교 

●   IB디플로마프로그램은 3개의 핵심 필수 이수과정과 6개 교과의 필수 선택

과목으로 구성

▒  Diploma Programme(the lessons - 6 option groups)

경기외고 교과 교육 (Academic Program)

▒  교과 교육 운영의 특징
●   7개 교과의 균형있는 운영 : 전인교육과, 국어과, 영어과, 수학과, 사회과, 

과학과, 전공어과(중국어, 일본어)

●   교과별 연구실 운영 : 교사들은 교무실이 아닌 교과별 연구실에서 수업 준비 

및 학습 상담에 집중할 수 있다. (각 교과에는 조교가 있어 교사업무 및 학생 

학습 지도 지원을 한다.)

●   실력강화반, GAPT 운영 :  교과별로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하여 본교 

선생님이 지도하는 실력강화반과 교과별 우수 선배 학생이 멘토가 되어 

지도하는 GAPT를 운영한다.

●   Smart School : 수업과 학사운영을 위한 웹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교과 교실과 1학년 교실에는 전자 칠판, 쌍방향 정보 교환 시스템 등의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수업 : 교사의 지도와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발표, 토론)로 쌍방향의 수업을 만들어 간다.

●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수업 : 국내교사와 원어민 교사의 협력하에 이루

어지는 실용적이고 깊이 있는 외국어 수업을 통하여 외국어 구사 능력 및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키워 나간다.

▒  7개 교과의 주요 과목과 과별 교육 활동

세족식
전교생을 대상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한 주 동안 학생들의 발을 닦아주고 

사랑과 용기를 전하는, 섬김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진심

어린 마음과 사랑이 확인되고 사제 간의 신뢰와 깊은 정을 나누게 되며 

경기외고가 추구하는 ‘세계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창조적 리더십’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봉사 활동의 3 영역
섬기는 마음을 품은 경기외고 학생들은 세 영역의 봉사를 실천하게 됩니다. 

학교를 포함한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국제 봉사,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기획하는 

선택 봉사를 골고루 하게 됩니다.

Pride of Korea
외고 학생으로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랑스런 한국인, 

자랑스런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타문화권에 한국을 바르게 소개할 

수 있는 전문적 소양을 계발합니다.

Global Vision Tour (GVT) 
●   본교 교훈인 ‘세계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창조적 글로벌 리더’를 구현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와 다른 환경,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민족과 

함께 생활하고 봉사하면서 열린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되며, 세계를 향한 

큰 비전을 품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  GVT 방문지 :  몽골,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미국, 일본, 

중국, 케냐, 알래스카 등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 제도 : 에딘버러
(The International Award for Young People)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도’는 현재 전 세계 127개국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범세계적 활동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자신의 역량을 계발

하고 타인과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게 됩니다. 

자기개발, 신체단련, 봉사활동, 탐험활동의 네 가지 영역에 도전하여 스스로 

세운 목표를 성취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헌신하기로 한 시간과 

활동의 양에 따라 동장, 은장, 금장을 받게 되며 경기외고는 2008년부터 참여

하여 해마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음악회, 전시회, 축제
본교 학생들의 신체적, 정서적 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 봄과 가을에 

체육대회와 축제를 개최함과 아울러 목요 음악회, 중앙 로비 갤러리를 활용

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명 활동 영역 동아리명 활동 영역 동아리명 활동 영역

1 GEC 경제잡지 제작 26 POPUL 마케팅 51 VANK 사이버 외교관

2 Toparch 경영 27 ADVENT 광고,홍보 52 UNHCR 인권보호

3 SNOBS 경제이론,이슈탐구 28 Convergence 융합학문 53 엠네스티 인권보호

4 Deflation 경제토론, 웹진 제작 29 ETN 뉴스,미디어 콘텐츠 제작 54 G.UNEP 나무심기, 환경대회

5 이플 경제,경영 30 Psycho 심리학 연구 55 생그래 선플달기 및 홍보

6 MAC 경영,기획 31 Confession 심리학,상담 56 도투도 연주봉사

7 모노폴리 경영 32 NIE 토론반 주요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준비 57 CHIME 방송부

8 Toasters 영어모의법정 33 CABO 패션경영 58 Dolce 오케스트라

9 Eureka 영어문학잡지 34 Snapzy 패션디자인 59 마칭밴드 금관,타악대

10 Harbinger 전국 외고 연합 영자신문 동아리 35 SC스탠다드 과학 60 추임새 사물놀이

11 Present 영어말하기 36 敎學相長 또래학습언어영역 61 뮤직홀릭 뮤지컬

12 Top Notch 영자신문 37 GAFL모의평가원 교내고사 예상문제풀이 62 DTAHWU 힙합

13 GAMUN 모의유엔대회 38 NSS 상담,교육봉사 63 Seiren 실용음악,보컬

14 AGORA 영어토론,경시대회 39 다림 교육학,교육봉사 64 아다지오 피아노 공연

15 피닉스 영어상용화 40 한별단 교육봉사 65 RH- 밴드

16 Ugly Truth 신개념 영어토론 41 AGAPE+도담다담 교육봉사 66 나빌레라 연극공연

17 Sonica 영어스피치 42 LOL 교육봉사 67 Steelo 춤

18 뜨락 교내 신문 발행 43 DEAR 교육봉사 68 Ankle Breakers 농구

19 NHDC 독서,토론,시사토론 44 STOC 교육봉사 69 경기ALLSTARS 축구

20 TALK 고시조번역 45 인터팜 코리아 봉사, 구세군 70 달려라 하니 마라톤

21 잠금해제 사회문제탐구와 해결 46 한일교류단 봉사 71 Girls Varsity Basketball 농구

22 E&N 법조인 47 반석위의 집 집짓기,벽화그리기,연탄나르기봉사 72 아우치  라크로스 라크로스

23 세빛 시사토론 48 에딘버러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73 화랑 미술

24 YUPAD 정치외교 49 Unesco 국제이슈,인권,환경,외교 74 컴신 컴퓨터

25 NAGA 모의국회 50 고함 독도, 위안부 문제 영어UCC제작 75 ㅋㅋㅋ 개그,봉사,공연

핵심 필수 이수 과정 (IB Core Requirements)

IB출신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의 차이점 
(미국대학 입학사정관의 평가)

▒  IB 출신 학생과 일반학생과의 비교 (writing:작문능력)

▒  IB 출신 학생들의 장점 (English Composition: 영어 작문)
- organization: 정리 - literacy devices: 영문 수사법

- grammar: 문법 - sentence structure: 문장 구조

- coherence: 일관성

장편 논술

Extended Essay (E.E.)

영어의 4000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하여 일정한 형식을 갖춘 논문을 작성함으로써 대학에서 

필요한 연구 및 글쓰기 능력을 배양한다. (2년간 40시간)

지식 이론

Theory of Knowledge (TOK)

지식을 일방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구조, 

지식의 발달 등 지식 자체에 대한 공부를 하여 교과의 

통합적 접근 교과의 특징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한다. 

(2년간 최소 100시간)

창의성활동, 신체활동, 봉사활동

Creativity, Action, Service (CAS)

교과영역에 대한 학습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 그리고 전인적 성장에 바탕이 되는 

체력, 감성, 창의성을 증진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2년간 매주3-4시간) 

교과군 주요개설과목(정규+방과후) 교과 주요 행사

전인교육과 체육, 음악, 미술, 연극, 진로
세족식, 체육대회,
음악회(목요, GAFL Concert)

국어과 국어, 문학, 작문, 독서, 논술

교내논술경시대회, 교내토론대회
논술모의고사, 국어어휘어법경시대회
한글날행사
- 우리말 겨루기
- 시조 번역 대회
- 아름다운 우리말 살리기
- 나의 주장 심포지엄

영어과
청해, 독해, 작문, 회화, 
TEPS, SAT

English Essay Contest
English Speaking Contest
English Debating, Model UN
GAFL Times 발간
Spelling B, Tongue Twister

수학과

수학, 수학I, 미적분과 통계 기본, 
기하와 벡터, AP Calculus,
Honor Calculus,
College Statistics

수학경시대회
수학서술형평가

사회과

세계사, 지리(한국, 세계), 한국사,
경제, 사회문화, 한국근현대사
AP Micro & Macro Economics
AP Human Geography

한국사 경시대회
사회문화, 경제 경시대회
지리경시대회
사회과 토론광장

과학과
물리, 화학, 생명과학, 컴퓨터과학, 
논문작성법, 심폐소생술,
AP Chemistry, AP Biology

과학탐구대회
심폐소생술대회

전공 
어과

중국어
청해, 독해, 작문, 회화
HSK, AP Chinese 전공어 시낭송대회, 전공어 말하기대회,

전공어 글짓기 대회, 전공어 경시 대회
일본어

청해, 독해, 작문, 회화, JLPT,
AP Japanese

교과군
Group

본교 개설 과목

1학년
Pre-DP

2학년
DP 1

3학년
DP 2

1

언어 문학 연구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  Pre-DP Korean

●  Korean HL/SL

●  English Literature 

●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  Korean HL/SL

●  English Literature 

●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2
언어 습득과 활용 

Language Acquisition

●   Pre-DP English        

Literature

●   Pre-DP Japanese

●  English B HL

●  Japanese B

●  English B HL

●  Japanese B SL

●  Japanese ab initio 

3

개인과 사회

Individuals and 

Societies

●   Pre-DP Social         

Studies

●  History SL&HL

●  Economics SL&HL

●  ITGS SL

●  History SL/HL

●  Economics SL&HL

●   Business &           

Management

4
실험 과학

Experimental Sciences

●   Pre-DP General       

Science

●  Biology HL/SL

●  Chemistry SL&HL

●  Biology SL/HL

●  Chemistry SL/HL

5

수학과 컴퓨터 과학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   Pre-DP 

Mathematics

●   Mathematics 

SL/HS

●   Mathematics 

SL/HL

6
예술

The Arts
-

●  Film SL&HL

● Theatre SL&HL
●  Film SL/HL

필수 이수 
교육활동

약어
주 이수 
시기

주요 내용 이수기준 담당부서
이수 인증 
및 평가자

1
봉사

Service
SV 1,2학년

①지역 봉사,

②국제 봉사,

③선택(재능) 봉사,

합계 60시간 이상 봉사

3개영역 

각 20시간 이상 

균등하게 봉사

인성부 담임

2
자기 관리

Self Management
SM 전학년

학교, 기숙사에서의 

규칙 준수(벌점 관리)

3개년간 총 

벌점 12점 이하

(연 4점이하)

학생부 학생부

3
1체 1예

Sports & Art
SA 1학년

1학년은 체육 및 음악예술 

활동 필수선택,

2학년은 자율 선택

지도교사 인증 

및 학기당 

결석 3회 미만

전인

교육과

교무

지원팀

4
글로벌 체험

Global Vision Trip
GVT 1학년

봉사, 교류, 문화, 탐험 네 

가지 영역을 주제로 하는 

글로벌 비전체험 프로그램

인솔교사 인증 

및 평가
인성부

1학년 

담임

5
동아리 단체활동

Group Activity
GA 1,2학년

전교생이 1개 동아리 이상 

가입 및 활동

동아리 담당

교사
학생부 학생부

6
연구

Research Work
RW 2학년

연구 주제를 정하여 일 년 

동안 논문 연구 및 작성

11월말까지 

제출 및 

지도교사 인증

과학과 2학년부

7

진로 진학 교육

Career & 

College Guidance

CCG 전학년

자신의 비전, 진로, 진학에 

대한 탐색의 시간과 진로 

진학 계획 수립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 인증

진로

상담실

진학

정보실

학년담임

▒  경기외고 Rainbow Curriculum 모형

경기외고 비교과 교육 (Extra Curriculum)

●  GAFL 7 인증제 :  봉사와 창조의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필수 이수 과정.

→  경기외고의 교육 목표인 ‘세계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창조적 글로벌 

리더의 육성’과 교육의 중점 사항인 ‘도덕적 인성 교육’, ‘영재 교육’, 

‘창의 사고력 교육’의 구현을 위해 교과 학습 외에 다음의 7개 영역의 

교육 활동을 실시한다.

선택 필수 교과 (Six Subject Groups) 

다음의 6개 교과군 중에 한 과목을 택하여 2년간 깊이있는 학습과 연구를 한다.

6개 영역 중에서 3 영역은 높은 수준(Higher Level)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조합으로 자신만의 시간표를 구성하게 된다.

SV: Service

SM: Self Management

SA: Sports & Arts

CCG: Career & College Guidance

RW: Research Work

GA: Group Activities

GVT: Global Vision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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