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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History
1977. 10. 15 학교법인 명덕학원을 창립하고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음

1991. 9. 11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인가

1991. 11. 30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신축 교사 수명관(6,463)준공

1992. 3. 1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초대 교장 조승호 선생 취임

1992. 3.  5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 500명을 선발하여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제1회 입학식을 갖고 개교함

1998. 3. 1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제2대 교장 이호준 선생 취임

2004. 9. 1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제3대 교장 맹강렬 선생 취임

2007. 10. 15 학교법인 명덕학원 창립 30주년 기념식

2008. 3 . 1 학교법인 명덕학원 이사장 윤규탁 선생 취임

2011. 7 . 1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제4대 교장 강재용 선생 취임

2012. 2 . 8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제18회 졸업식

(졸업생 누계 8,751명)

2012.  3. 2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제21회 입학식

(신입생 380명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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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ungduk, 
Where History is Made

지식이 지혜가 되고,
즐거움이 열정이 되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Creation
Initiativ

e

Friendship

Dream



Speak 

영어과
영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화, 정보화 시
대에 수준 높은 영어 구사 능력은 필
수적입니다. 본교에서는 기본적이고
실용적인 영어교육 뿐만 아니라, 정
치, 학술, 외교, 언론 등 각 전문분야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심화된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또한 영어권 국가
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어과
중국은 우리나라와 정치·경제·사회·문
화·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분
야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
아지고 있습니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실용
적·학문적 중국어 능력을 기를 수 있
도록 다양한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있
습니다.

독일어과
독일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 중 하
나로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선진국이
며, 독일어는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되는 언어입니다. 이런 독일의 역
사, 문화 등을 이해하고 독일어에 대
한 자신감과 실용적인 언어 구사 능
력을 기를 수 있도록 회화, 문법, 독
해, 작문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과
프랑스어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모국어 또는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
으며, 국제 사회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문, 사회,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프랑스어를 실용적으
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나
아가 역사와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어과
일본어 교육의 목적은 지식의 정보화,
다매체, 다언어, 다문화 등 사회적 변
화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일본인
들의 언어행동양식을 객관적으로 이
해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을 배
양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인적, 물적
교류가 빈번한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러시아어과
다원화된 국제 환경에서 선도적인 역
할을 담당할 러시아 전문가를 육성하
며, 언어뿐만 아니라 러시아 문학, 지
역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하
여 국제화, 개방화의 추세에 맞추어
러시아어의 실용 구사 능력을 배양하
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 언어가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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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일본어과, 러시아어과, 중국어과 등 6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과의 학생들은 해당 전공어와 영어를 깊이 있게 배우게 되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마인드를 기르고,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

합니다. 또한 외국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인증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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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Your Initiative! 
공부는 즐거움이다!
본교는 본교만의 특성화되고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 자질과 소양을 기르도록 돕고 있습니다. 단순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토의 토론 등의 협동 학습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순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한 자율적이고, 주도
적인 조별토의, 협동학습을 통해 사고의 깊이가
더해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르게 됩니다. 

신문이나 연구논문, 전공서적 등을 활용하여 수

업시간의 내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이 관

심 있는 분야의 과목을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소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

하는 활동을 합니다.

‘독서마라톤대회’, ‘도전! 나도 작가’ 등과 같은 다

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다방면의 책을 읽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깊은 사고를 키울 수 있

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각 과목별로 고전이나,
명작 등 추천도서목록을 정하고 정규수업에도
반영함으로써, 동서양의 지혜와 시대를 초월하
는 깊은 안목과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뜨거운 이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인 논쟁과 사건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코노
미스트’, ‘타임’, ‘시사IN' 등 다양한 주간지, 월간지
등을 스크랩하여,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고, 글로벌 시민으로 소양을 갖추게 됩니다.

학생들의 토의, 토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토의 진행 선생님이 함께 참석해 학생

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니다.

The 4th
MYUNGDUK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BOOK MARATHON RACE

2012년 4월 2일(월) ~ 2012년 7월 13일(금)

▶ 접수일자 : 2012년 3월 19일(월) ~ 
▶ 시상날짜 : 2012년 7월 20일(금) 방학식

제4회
명덕외국어고등학교 독서마라톤대회

The 4th
MYUNGDUK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BOOK MARATHON RACE

2012년 4월 2일(월) ~ 2012년 7월 13일(금)

▶ 접수일자 : 2012년 3월 19일(월) ~ 
▶ 시상날짜 : 2012년 7월 20일(금) 방학식책과 더불어 마음을 가꾸는 공간 명덕외국어고등학교 도서관

제4회
명덕외국어고등학교 독서마라톤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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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se Your Variety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높은 학구열을 만족시키기 위해 본교는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화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심화된 교육과정과 수업

다양한 방과후 수업

100여개 이상의 방과후 수업 개설로 학생들은

정규수업과정에서 부족한 부분과 자신의 진로

에 필요한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습니다.

AP center, AP 시험2008년 AP 센터로 지정된 후 경제학, 심리학, 세

계사, 통계학 등의 분야에서 고등학교 수준 이상

의 심화된 공부를 필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소논문 작성
암기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스스로 자료를 찾아 분석하

고 결론까지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능

동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장건희(명덕외고 3학년)군은 아시아 태

평야 보험학회 APRIA(Asia Pacific Risk

and Insurance Association)에 서 A

Comparative Study on Insurance Ed-

ucation in Asia, Europe, and the US란

제목으로 연구논문을 발표함.

다양한 교내경시대회
영어, 전공어, 수학, 과학, 시사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친구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어경시대회, 전공어경시대회, 사회경시대회, 과학

경시대회, 토론대회, 논술경시대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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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순 문법적, 암기식 언어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면서도

살아 있는 언어를 연극이나 영화, 소설, 신문 등을 통해 생생하게 배우게 되고, 각종 경시대회나 자격증 시험을 통해 배운

것을 체계화합니다.

특색 있고, 실용적인 전공어 교육
영어과
• 다양한 원서 읽기(고전, 베스트셀러, 단편소설)

• ENIE 수업을 통한, 논리 사고력 증진, 서로의 의견을 쓰고 피드백

• 원어민 수업의 영어작문, 피드백

• 개인의 수준과 관심영역에 맞춘, 다양한 영어인증 시험 준비 (토플, 텝스 등)

독일어과
• 정규수업, 방과후 수업을 통해 독일어 자격증 A2-SD, B1-ZD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및 지도

• 독일문학 콘서트, 독일어 연극 및 낭송 대회 등 다양한 대회나 행사에 참가 및 지도

프랑스어과
• 정규수업, 방과후 수업을 통해, 프랑스어 자격증 DELF A1, A2, B1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및 지도

• ACPF에서 주최하는 프랑스어 시낭송대회와 문화경시대회에 참가 및 지도

일본어과
• 정규수업, 방과후 수업을 통해 일본어 자격증 JLPT2급 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및 지도

• 일본 현지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한 문화교류 및 해외탐방시 방문

러시아어과
• 정규수업, 방과후 수업을 통해 러시아어 자격증 TORFL 1급을 취득할 수 있

도록 교육과정 편성 및 지도

• 정규 수업 중 소논문 및 번역물 제작 지도

• 국가(러시아-한국) 간 청소년 교류사업에 참가 및 지도

중국어과
• 정규수업, 방과후 수업을 통해 중국어 자격증 시험 HSK 5급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및 지도

• 원어민 연극, 논문지도

나를 크게 커워주는 학교_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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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Colorful, Talented
재능과 끼의 발견, 그리고 향유

•공연동아리
독일어원어연극동아리, 20,20클럽(고전독서, 영화비평), MBS(방송반), 막(연극), 시선(슬라이드 영화 제작), ARK(농구),

Geroy(락밴드), TS 2(힙합), 늘해랑(교지편집부), A FEW GOOD MEN(모의법정), 패(사물놀이), MDF(축구), 우리(세미

클래식), M People (밴드), WITH(보컬하모니), DOHC(댄스), 광야(영상/영화/방송), CINEPHILE(영화제작), 블루노트(퓨

전재즈밴드), 베짱이(통기타), BEAT(난타), M.Press(영자신문), SKY DIVING(명문대 탐방), 동양의 향기(다도), 대한민

국(시사토론), 그루터기(도서부), M.Baters(영어토론), The Justice (법학), Laissez-Faire(경제경영), The Gossipers(영

어회화), Essayist(영어 에세이), 모의유엔(정치외교), D.S.L.R(대학탐방), 레알리스타스

•봉사/학술 동아리
나눔(초등학교봉사), 앰네스티(인권보호활동), O.A.S.I.S(해외봉사), Dienen(초등학교영어봉

사), 명덕외고홍보, P.O.P(Passion of Psychology)(심리학), S.A.F.E(Stock and Financial

Econnmy)(경제금융), 베버앤뒤르켐(MaxWeber&EmileDurkheim) (사회학), UIC(United Inter-

national Comm & Coop) (국제학부), pond(Politics and Diplomacy) (정치외교학과), TESTIS(지

켜보는자) (시사토론), 가우리(역사왜곡탐구), Comme des Parisiennes(불어불문), I.D.K(독일문화), 중

문연구회(중어중문), 노문학연구회(노어노문), Miyabi(일어일문), GLOBAL(국제교류), V.A.N.K(한국홍보

및 한국오류시정), 철학사랑, Blue Chip8(경제학과), ELMO(NIE), 라틴어연구반, 창의인재반, 태평천하

본교는 체육대회, 동아리 발표회 등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창 시절의 추억을 만들고, 친구들과 돈독한 우정을 쌓게 됩니다.

동아리 발표회 
40여개에 이르는 공연동아리와, 25여개에 이르는 봉사 및 학술동아리들 중에서, 학생들은 꿈꾸고 그려왔던 동아리를

선택하게 되고, 선후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끈끈한 우정을 쌓아가며, 자신 안에 숨겨진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체육대회
운동과 스포츠를 통한 협동과 하나됨! 팀이 하나로, 반이 하나로, 명덕외고 전체가 하나 되는 장! 스포츠

를 통하여 학생들은 협동심을 기르고 또한 공정하게 승부하는 정정당당함을 배우게 됩니다.

해외탐방
세상을 무대로! 세계를 내 품에! 호주, 중국, 대만, 일본, 싱가폴 등 다양한 국가를 방문하여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향한 꿈을 꾸게 됩니다.



14 _MYUNGDUK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나를 크게 커워주는 학교_ 15

학생들은 직업체험, 학교탐방, 명사초청강연, 졸업생 간담회 등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인사들과 만남을 통해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을 체득하게 됩니다.

Broaden Your Horizons!
학교를 넘어 세상과 만나다!

체험, 탐방 프로그램
로펌, 언론사, 방송사, 대검찰청, 국정원, 헌법재판소 등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방문하여 자신의 꿈

과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다양한 유명인사 초청 강연
본교는 사회에서 명망 있는 인사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이 그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경험담을 들으

면서 직업이나, 사회현상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고, 또한 앞으로 자신이 나아갈 방향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

해 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손석희(손석희의 시선집중) 강연, 정운찬(전 서울대 총장) 강연, 독일·영국 대사 및 참사관 강연, 서울대 교수 강연 등.

졸업생 멘토링 프로그램
맞춤식 공부법, 대학학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 재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업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졸업생 멘토링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프로그램
리더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교육을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이다! 본교는 학생들

이 리더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 창의 체험 인재양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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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My, Me, Mine? 
We, Our, Us, Ours!

‘나’만이 아닌 ‘우리’가 되는 곳!

크리스마스 클래식 자선공연
세미 클래식 동아리인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에 거리로 나가 공연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소외된 분들을 찾아가 따뜻한 마음과 함께 사랑을 전하는 활동

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오지마을 영어캠프
오지마을을 찾아가 영어캠프를 열어 학생들에게 동요, 율동뿐만 아니라 연극

과 놀이를 통해 영어의 재미를 찾도록 도와주었고, 수업에 필요한 수업자료를

함께 만들면서 학생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해외봉사활동과 편지번역 봉사
학생들은 현지 학교를 방문해 어린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하고, 집과 학교를

새롭게 단장하고 페인트칠 해주는 구호활동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많

은 학생들이 아프리카 등 구호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들이들을 위한 편지번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지식만 가득한 차가운 지성인이 아니라,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을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꿈을

이루는 것만이 목표가 아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시간과 재능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곳! 바로 명덕외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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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2012. 6. 15 

Myungduk, At The TOP
전국 최고의 진학률 사회 각계 각층에서 활약하는

파워 엘리트 동문

순위 학교명 시도 평균합산

1 대원외고(특) 서울 392.1

2 용인외고(특) 경기 390.0

3 한영외고(특) 서울 386.1

4 명덕외고(특) 서울 386.0
5 김해외고(특) 경남 385.8

6 충남외고(특) 충남 385.2

7 대일외고(특) 서울 385.0

8 인천국제고(특) 인천 384.5

9 경기외고(특) 경기 384.4

10 대구외고(특) 대구 384.1

순위 학교명 시도 수능 1~2 등급자 비율

1 대원외고(특) 서울 94.0%

2 용인외고(특) 경기 88.8%

3 한일고 충남 85.1%

4 한영외고(특) 서울 84.3%

5 민족사관 강원 84.1%

6 명덕외고(특) 서울 83.5%
7 성남외고(특) 경기 81.0%

8 인천국제고(특) 인천 80.5%

9 상산고 전북 80.1%

10 대일외고(특) 서울 79.7%

- 조선일보 201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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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대학 입학 현황

2012년 전국 수능점수 합계 평균순위

•2012 대학입시결과

•2012년 언 · 수 · 외 표준점수 상위 100곳 •2012년 수능 1 · 2등급 높은 학생 비율

8개 대학 합격자수 : 448

•SKY대학 합격누적현황

전체인원수 5,299
※ 졸업생 누계 8,751

서울대학교         895

고려대학교       2,025

연세대학교       2,379

학년 진학자수 진학대학
2004 6명 Cornell, Univ. of Michigan, Emory, Texas A&M, Lausanne School in Switzerland
2005 6명 Univ. of Michigan, Cornell,  Emory, New York, Lausanne School in Switzerland
2006 16명 Cornell(6), Univ. of Pennsylvania, Univ. of Virginia, Univ. of Wisconsin, Univ. of Illinois
2007 4명 NYU, Univ. of Wisconsin, Univ. of Michigan

2008 14명 Northwestern, Bucknell, Univ. of Virginia, Purdue, Univ. of Pennsylvania, Univ of illinois,
Sydsracuse, Univ. of Notre Dame, Cornell, Brown, NYU

2009 10명 Univ. of Virginia, Purdue, Ohio, Texas, Univ. of Michigan, NYU, USC
2010 6명 UIUC, Univ. fof South Carolina, Carnegie Mellon

2011 11명 Carnegie Mellon, Univ. of Texas at Austin, Virginia Tech, Cornell, UC Berkely, Univ. of
Michigan, Univ. of St. Louis, Brandies, Middlebury College, Emory, etc

2012 9명 Wesleyan University,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Boston University, UCLA, Washington University St.
Louis, Washington Univrsity St. Louis, Cornell University, Pomona College, Carleton College

•해외대학 진학결과

The Best MDFH Alumni

본교는 지난 18년간 8,75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다양한 사회분야

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5~2008년 외무고시 합격자 7명 (전국 2위)

2011년 명덕외고 출신 현직 판사 32명 (전국 4위)

2010년 행정고시 8명 합격 (전국 2위) 
- 수석합격 11회 최재환 (일반행정)

최근 5년간 사법고시 합격자 72명 배출 (전국 3위)

2008년 43회 CPA 시험 수석 합격 김종호 (12회)

KBS 아나운서 4명 배출 (조수빈, 전현무, 류지원, 김솔희)

2007년 일본 동경대 수석 졸업
- 채은미 (8회, 도쿄대 대학원 석사과정 수석 입학 및 졸업, 하버드대 박사과정)

2007년 미국 국방부 주최 무인 자동차 대회 1등
- 윤치형 (8회, 스탠퍼드대)

KBS 조수빈 아나운서
(영어과 6기)

경희대학병원 조승연 의사
(영어과 6기)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희 판사
(중국어과 7기)

이 자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입니다

KBS 전현무 아나운서
(영어과 2기)

김상원 미전투기조종사
(프랑스어과 5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