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풍생고등학교
도덕적 품성과 옹골찬 실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육성

PUNGSAENG HIGH SCHOOL

풍생고의 새로운 시작!!

남녀공학 개편으로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교육부 지정 과학중점학교
창의 세상의 리더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01

지성과 감성의 조화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성을 갖춘 학생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02

꿈과 끼와 재능 키우기
111 프로그램(1인 1악기, 1스포츠) 운영

03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
진로·진학 비전 프로그램 운영

04

인권친화적 인성교육
3無(학교 폭력, 욕설, 비행) 3有(꿈, 건강, 실력) 운동 실천

05

역점 / 특색
사업

우리 학교는 50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과학을 선도하고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성을 갖춘 창의 융합 인재를

키워나갑니다.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기쁨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입니다.

50th
PUNGSAENG HIGH SCHOOL



자연공학

과학중점 과정

에서는요~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

창의 세상의 리더를 꿈꾸는 미래의 과학자들
1인 1크롬북을

활용한 수업

학생의
창의성 계발

우수한
과학·수학 시설

교과 수업의
내실화

수학·과학
체험활동
활성화

전문성을 갖춘
우수 교사진

◦ 과제탐구발표대회 등 학생 연구 프로그램의 정착
◦ STEAM R&E 연구과제 및 YSC 과제탐구 활동
◦ 학생이 주도하는 풍생창의축전

◦ SCIENCE ZONE운영
    (과학실 4개, 수학교실 2개, 실험준비실)

◦ 학생 참여형 모바일 수업(1인 1크롬북 사용)

◦ 교과별 심화교재 개발 및 활용
◦ 교과간 융합형 STEAM 수업 확산

◦ 다양한 수학·과학 상설 동아리 활동 및 자율동아리 
◦ 수학·과학 융합캠프, 창의융합 실험 캠프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재능 기부 프로그램

◦ 교과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STEAM 교사연구회 활동
◦ 교과별로 특화된 수업



인문사회 과정
에서는요~

시끌벅적, 풍생 토론대회

매년 6월 우수한 토론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3인 1조로 열띤 
토론을 진행합니다. 작년에는 난민수용문제, 올해는 통일문제 
등 시사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펼칩니다. 또한 토론된 
내용은 인문학 잡지에 수록됩니다.

시·공·인 풍생 인문학 잡지

모두가 참여하는 인문학 잡지로 시간, 공간, 인간을 주제로 
자신만이 생각한 좋은 내용을 글로 남겨서 모두가 공유합니다. 
책도 내고, 지식도 뽐내고, 생기부에도 기록해요.

내가 울린다. 풍생 골든벨

매년 실시되는 풍생의 지식 자랑 풍생골든벨, 수업에서 배운 것과 
풍부한 상식을 맘껏 자랑하고, 상장도 받고, 상품도 받아가는 
일석 삼조의 기회입니다.

무더위를 날려라. 작가 초청 독서캠프

여름방학 무덥지만 시원한 도서관에서 내가 읽은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
풍생 독서 캠프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가득 
채워줄 겁니다.

다문화 특강 두드림 특강 백일장
각종

경시대회
풍생

소식 제작
영자 신문

제작



예·체능과정

에서는요~

세계가 주목하는
풍생고 태권도부
2018 아시안게임
동메달 조강민선수 배출

오케스트라

1975년
관악부 창단

2007년, 2008년,
2010년 관악 특기자

육성교 선정

2008년 교과
특기자 육성교

우수 교육기관 표창

2013년
학생 오케스트라

선정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
2015년 성남국제관악제 참가
2016년 재능기부 음악회 참가

국내 최고 수준의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예술교육 활성화
- 1인 1악기(1학년)
-  매년 정기 연주회(성남아트센터)

축구부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 황의조선수를
배출한 축구 명문

- 1980.3.15. 축구부 창단
- 황의조, 홍철, 김동준 등
   다수 국가대표 배출
- 전국대회 우승 17회

태권도부

- 1974.3.15. 태권도부 창단
- 최영석 태국 국가대표 감독을 비롯한   
   다수의 지도자 배출
- 전국대회 우승 41회 



동아리 활동 /

창의 축전은요

~

2018년, 상설동아리 36개, 자율 동아리 43개
창체 일반 동아리 23개 운영
같은 관심과 꿈을 가진 친구를 만나 함께 할 수 있는 곳!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소질을 계발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곳!

동아리 활동은 창의 축전을 통해

날개를 달고 세상을 향해 비상합니다.



FOLLOW 풍생 진로 로드맵

진로 항해하기
스스로

방향키를 잡다.

◦진로적성 검사

◦학습 습관 형성

◦자기조절학습 검사

◦DO DREAM 참여하기

◦STEAM 교육과정 운영

◦협력기관 기관탐방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진로 포트폴리오 완성

◦면접 대비반 운영

◦현장 체험 캠프하기

◦기관/대학 탐방 캠프 참가

◦진로진학 캠프 참여하기

희망의
섬을 찾다.

꿈 잡고(Job Go) 삼년 프로젝트

꿈틀 잡고(Job Go) 일년 프로젝트 (1학년)

신입생 비전 캠프
◦고등학교 이해 – 원활한 학교생활

◦진로 탐색 – 목표와 비전 설정

다양한 심리검사
◦성격 성향검사 – 자기 이해

◦자기조절학습전략 검사 – 학습 강약점 파악

새내기 진로컨설팅 ◦일대일 맞춤형 개인 정보 제공

자기주도학습법 특강
◦예습-수업- 복습 전략 지도

◦체계적인 노트 필기 학습 방법 지도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특별한 학교교육활동 입력 시스템 활용법

대교협과 함께 하는 
진학 컨설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상담교사와

   함께 하는 학생 학부모 진학 컨설팅

1
학기

2
학기

창조관
자기주도학습

교과 융합
수업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

진로
컨설팅



꿈의 순항을 위해 가능성의 돛을 세우는 학교, 풍생

태평역

풍생고등학교

↑

↑↑

↑

수진역

야탑역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SM웨딩
컨벤션

모란역(11번출구) 분당선  8 호선

선배들의 남녀공학 개편 축하 메시지

성남의 명문 풍생!
대한민국의 최고 명문으로!!

최주석 동문회장(5회) 

세무법인 ‘청담’ 대표세무사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풍생고
의 멋진 비상을 축하합니다!!

황의조 선수(35회)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풍생고, 성남의 자랑으로 언제
나 우뚝 서길 바랍니다!!

나희선 대표(29회)

유튜브 크리에이터(도티)

항상 중심이 되는 풍생인! 목표에 
다가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조강민 선수(39회)

2018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