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ld Leaders of Great Character



Do you love yourself? - Yes! 꽃엔 물이 있어야 하듯,

인사엔 미소가 있어야 하듯,

축구엔 기적이 있어야 하듯,

내일엔 오늘이 있어야 하듯,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의 가슴엔

반드시 사랑과 열정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선생님과

뜨거운 열정의 학생이 만나는 배움터

대원국제중학교

DAEWON INTERNATIONAL MIDDLE SCHO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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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what you aspire!

“배를 만들려면 사람들에게 나무를 모으라 말하지 말고 일을 나누어 시키지 마라.

 다만 사람들이 끝없이 넓은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원인이여!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당당한 한국인으로

세계를 이끌 큰 사람이 되어 

드넓은 세계의 바다로 나아가라!
 

(학교법인 대원학원 설립이사장 이원희 박사)



Dreams Come True 대원에 오면 기준이 바뀝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라며 안주하지 않고,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며

더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도 좋지만

대원과 함께라면 나의 미래는 더 더 더 좋을 것입니다.

DAEWON INTERNATIONAL MIDDLE SCHOOL 〉〉〉



진학성과(1~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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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고 및 국제고 영재고 및 과학고 자사고

87 14 221기

79 18 442기

19 9 373기

22 12 694기

18 9 795기

31 9 736기

32 10 777기

45 5 568기

Daewon 
Character 
Criteria

● 자신과 타인의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성과 인격, 국제 융합 인재로서의 외국어 
    능력과 수리과학 능력, 봉사 정신, 체력을 갖춘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 잠재 능력을 
    계발하는 대원인의 품성 기준제

•리더십 

•정체성

•독서 능력

•외국어 능력 

•수리과학 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국제인

국제기관을 포함한 봉사 활동봉사인

용마산 등의 산 정상 등반 활동건강인



Good Job “참 잘했어요.”

이 말을 천 번만 들으면 누구나 천재가 됩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칭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천재로 만드는 데 천부적인 능력을 가진 선생님들...

그리고

불가능은 불 같은 가능성이라고 정의하는 학생들

그들의 아름다운 동행이 엮어내는 드라마가

대원국제중에서는 늘 생방송

DAEWON INTERNATIONAL MIDDLE SCHO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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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이 필요 없는 외국어 및 국제화 교육

● Bilingual Class :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 Multilingual Class : 중국어 및 스페인어, 세계문화체험 수업

● 국제이해 교육 : 국제 정치, 사회, 문화를 주제로 원어민 교사가 진행하는 토론 수업

● Special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grams 

  - 특색 있는 방과후학교 외국어 교육 : 기초 영문법, Academic English, Advanced English 
  Reading and Writing, Debate(영어토론), CNN Listening and TED Talks, Current Affairs, 
  History, Music with a Message, Theater and Drama, 영어 뮤지컬, 초급 중국어와 
  HSK의 동시 완성, 중국어 입문, 스페인어 회화  
  - EIL(English Intensive Learning) : 영어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영어 집중 수업 
  - Book Report : 학기당 평균 5권의 원서를 읽고 영어독후감 작성 
  - Foreign Language day : Spelling Bee Contest, Impromptu English Speech 
  Contest(즉석 영어 스피치 대회)를 비롯한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관련 외국어의 날 행사 
  - STEP-UP Camp : 영어 원서 독서 후 모둠별 창작 활동과 독서 골든벨 QUIZ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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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Leaders of Great Character

봄엔 꽃으로

여름엔 그늘로

가을엔 단풍과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큰 나무를 닮은 ‘큰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대원국제중학교 교장 강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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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 높은 국제 리더 교육
● 신입생 품격 교육

● 자매학교 방문 및 어학캠프, 국제학교 간 연합 포럼 및 상호 교류

●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한 감성적 리더십 양성

국제 감각에 맞는 창의성 교육
● 대원품성인증제를 통한 전인적 인간 양성

● 해외어학캠프 및 스포츠문화 체험

● Vision Academy(방과후학교)를 통한 다양한 창의 과학 수업 (창의융합반, 과학심화반, 과학실험반, Future Lab)과 

    영어 뮤지컬 수업

●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기반을 다지는 대원 자기주도프로젝트

나눔의 기쁨을 깨닫는 봉사 활동 교육
● 희망나눔 운동화 그리기, 대원마천 토요행복학교 멘토링, DWIMS E-Sharing School, 음성 꽃동네 봉사활동, 

    Extra Reading Sponsoring, 아나바다 운동, VADIS 축제를 통한 공익 기부 활동, 주민 대상 음악 연주회, 

    지역사회 재능 기부 봉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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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Leaders 큰 사람

큰 물에서 놀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물에서 놀아야 ‘큰 사람’이 된다는 뜻이겠지요.

낮은 바람은 하늘의 높이를 알지 못하고

잔물결은 바다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낮은 바람은 잔물결하고만 놉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놀면서 배우고, 어른은 놀기 위해 배운다.

대원은 큰 물이요, 큰 놀이터입니다.

큰 바람과 큰 파도에 도전하며,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대원은 큰 물이요, 큰 놀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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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수상 실적

● 2019년(1/4분기)  제17회 글로벌 청소년 외교 포럼 주한외국대사관상 / 제20회 전국 청소년 4.3 문예공모전 대상, 
 장려상 / 제33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중등부 동상 및 장려상 
● 2018년  2018 세계창의력 올림피아드(OM)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발대회 특별상 / 제4회 휴오브라이언 청소년 리더십 
 외교 에세이 대회 / 고려대학교 모의UN회의 Best Delegate Award / 제40회 서울특별시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우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 제9회 한국외대·YTN 중학생 영어토론대회 Semi-Final 진출 / 제3회 MK 청소년 

 경제 영어 토론 대회 Semi-Final 진출 / 2018 한국 청소년 영어토론대회 대상 / 제8회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

 고등학교 영어토론대회 4th Best Team 수상 / 제10회 YMUN 연세모의유엔대회 최우수상 / 제19회 국제영어대회(IET) 

 서울 지역 대상 / 2018 한국과학창의력대회 금상 / 2018 UNHRC 예일대 모의 유엔대회 코리아 Outstanding Delegate / 

 제17회 ESU Korea 영어말하기대회 금상 / 제23회 광진구민 독서경진대회 독후감 단체 부문 중등부 최우수상 / 

 2018년 질문이 있는 교실 운영 우수학교 표창 
● 2017년  2017학년도 과학교육우수학교 표창 / 제8회 적정기술 국제컨퍼런스 전시 및 포스터 발표 부문 최우수상 / 
 2017년 한국과학창의력대회 금상 / 2017년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 은상 / 한중청소년문화페스티벌 최우수상 / 

 2017학년도 헌법사랑토론대회 중등부 장려상 / 2017학년도 전국학생통일탐구토론대회 서울시 중학생부 동상 / 

 2017년도 제33회 용산도서관 창작시 공모전 장려상 / 제35회 서울특별시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기계공학 부문 동상 / 

 제35회 서울특별시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과학토론 부문 동상 / 제35회 성동광진청소년과학탐구대회 금상 (항공우주, 

 기계공학, 과학토론 부문) / 제39회 서울특별시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장려상 / 제34회 서울시 정보올림피아드 

 지역본선 대회 동상 / 2017학년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은상 / 2017학년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금상 / 2017 세계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발대회 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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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WON Style 진짜 인재

대원국제중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물론 성적이 우수해야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잘하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며,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 다양한 봉사활동과

스스로 떠나본 여행의 경험이 있어야 하며,

분주함 속에서 시간을 내어 즐길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화가 DAEWON Style이고, 이런 사람이 진짜 인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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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교육을 위한 방과후학교, Vision Academy 운영
고전문학탐구, 기초 영문법, 과학탐구, 사회탐구, 수리탐구, 중등대수, 중등고급대수, 한국사탐구, 
신문 기사 및 사설 관련 토론, 중국어 입문, 하나뿐인 지구, Academic English, Advanced English, 
CNN Listening/TED Talks, History, We play Football, Fun Fun Sports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방과후학교, Future Lab 운영
● 3D 프린터, Computer Programming, 드론, 아두이노, 적정기술
● Future Lab 교내 대회 “Competition for the Better Future” 개최, 국제 컨퍼런스 참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한 ‘4차 산업의 날’ 운영

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한 방과후학교, Communication Lab 운영
Current Affairs, Debate, CNN Listening/TED Talks, 영어 뮤지컬, Music with a message, Theater and Drama, 
스페인어 능력시험 회화, 초급 중국어와 HSK의 동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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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Body & Sound Mind, 스포츠 활동
● Sports Day (일주일에 한 번 Sports Club 활동)
● 방송댄스 / 요가 & 필라테스 / 볼링 / 농구 / 치어리딩 / 골프 / 배드민턴 / 펜싱 / 스쿼시 / 축구 등
● 스포츠클럽 챔피언십

자유학기제 선택수업
● 주제선택활동
 - 광합성 커뮤니케이션 국어 / 소설 읽고 라디오 드라마 만들기 / 영어로 만나는 그리스 신화 / 인문학 탐구반 / 
       음악과 함께하는 영어 여행 / Issue of the 21st Century / Exploring Your Mind: Introduction to Basic Psychology / 
       All the World’s a stage: Introduction to Drama / Climate Conundrum(Investigating the World’s changing Weather) / 
       과학적 시선으로 본 세상 / 나도 과학자 / 사람과 미래 기술 / 에너지와 지구 환경 / 적정기술 제품 만들기 / 지식인의 옷장 
● 예술체육활동
 - 룰루랄라 우쿨렐레 / Happy Together Flute / 두근두근 난타 / 나만의 명화 창작하기 / 염색으로 표현하는 텍스타일 
       디자인 / Book Art Design / 꿈을 키우는 미래 자동차 학교 
● 진로탐색활동
 - 세계 문화 이해를 통한 진로 탐색 / 국제 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찾기



On The Road

자매교 방문 어학캠프
하와이 Punahou SGLI / 태국 BIST / 몽골 Olonlog Academy Secondary School / 
말레이시아 Penang SMK Bukit Jambul

체험학습프로그램
음성꽃동네봉사활동 / Step Up Camp / 한국잡월드체험 / 
DMZ 생태·문화·천문 체험학교 / 스쿨핑

길 위에서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지만 배움은 길 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행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풍경을 만나며, 때로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 번쯤 흔들리다 보면,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원인은 여행을 통해

길 위에서 언어를 익히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게 되고, 지구촌 평화 공존에 대한 생각을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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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활동 동아리
- VANK(사이버외교), DJIA(국제저널), MOMENT(모의UN)
 

치어리딩, 연극 등의 문화할동 동아리
- DWC(치어리딩), JPO(오케스트라), DIVINE(밴드)
 

학문탐구 동아리
- AGORA(영어독서토론), Daewon Stellar(영어동화 번역), DROB(독서토론)
 

봉사활동 및 인권과 상담 동아리
- HEYTEM(또래상담), Social119(봉사), DNGO(장애인인권), LLG(생명사랑), 
  Green Ranger(숲사랑)
 

수학 및 과학 관련 활동 동아리
- SYNAPSE(뇌과학), iEnce(과학창의체험), EXTEAM(과학실험), QED(수과학)
 

교내 활동 담당 동아리
- DBS(방송), Daewon Impact(영자신문), MayB(영어교지)
 

학생 자율 동아리
- 정규교육 활동 시간 외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동아리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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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제 흔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감동을 주는 오페라와 영화, 책 등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은 혼신을 다한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원인은 혼신을 다해 준비한 축제를 통해

사람을 만나고,

가장 아픈 상처도 사람이 남기지만,

가장 큰 기쁨도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DAEWON INTERNATIONAL MIDDLE SCHOOL 〉〉〉

VADIS Festival
JPO 정기 연주회, DBS 방송제, MOMENT 모의UN 발표회, 
Daewon Impact 영어 뉴스, 치어리딩 및 밴드부 공연, 
동아리 테마 교실, 미니게임 부스, DWIMS Star KIng, 바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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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세상을 바꾸고, 교육은 사람을 바꾼다

아름다운 행복을 나눕니다 

모든 이가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믿음, 
노력에 의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사회,
대원교육장학재단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Tel : (02)2204-1505  Fax : (02)2204-1506

Tel : (02)457-1503  Fax : (02)457-1533   http://happywith.or.kr



04939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22길 26 

교무실 : 02)2204-1592~1596  

행정실 : 02)2204-1581 / FAX : 02)2204-1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