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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순 장로

경 천

애 국

애 인

●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  직업은 무엇이나 좋다. 제1인자가 되자.

●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설립자 설립자

김 예 환 박사



Hwanil Vision

Toward a brighter future

2021



환일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학부모님께

의학박사

이사장 김 은 미

학 교 법 인  운 화 학 원

설립자 김 예 환

  경천, 애국, 애인의 교훈 아래 1947년 개교한 환일고등학교

는 2009 대입 수능에서 전 영역 만점의 전국 수석을 배출하

였고, 명문대 진학율 역시 서울 시내 고교 중 최상위의 우수

한 진학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보다 업그레이드된 교과 학습 프로그램을 통

해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학생들의 학습 능

력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

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일반고 속의‘특목고’,  

일반고 속의‘특성화고’를 구현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많은 중학생들이 선호하는 본교는 기독교 정신과 

교사들의 열정, 입시지도의 전통이 잘 조화된 우수한 학교입

니다.



교장 김 은 미
  본교는 경천(敬天), 애국(愛國), 애인(愛人)을 교훈으

로 설립된 기독교 학교로서,  우리 학생들이 믿음을 통해 정

서적 안정감을 얻고, 삶의 지표를 올곧게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본교가 우수한 입시 성적

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열정과 학생 맞

춤  입시지도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지정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AI(인공지능)융합교육과정 

운영학교로  선정되어 미래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기 위

한 창의적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소질 개

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꿈을 꾸고 이를 위해 애쓰는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법인 운화학원 이사장  김 은 미

● 영어·수학 교과 심화과목 개설
   ▶ 수준별 운영수업

       심화영어, 고급수학 과목 개설

● 영재 학급 운영
   ▶ 서울시교육청 지정 

     수학, 과학, 융합 영재 학급

● 진로탐색 프로그램
   ▶ 명사특강 : 각 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 

     진로에 따른 Role Model 제시

   ▶ 대학탐방 / 대입설명회 / 전공설명회

   ▶ 체육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

       미래지향적 체육 분야의 창의적 인재 양성

       특화된 맞춤형 전문 체육프로그램

● 전공심화 교육과정
   ▶ AI(인공지능) 융합

   ▶ 음악·미술 전공심화

   ▶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 첨단 학습 환경 구축
   ▶ AI 실습실 구축, 자습실 및 전교실 AP 설치

       코딩ㆍ로봇ㆍ드론ㆍ3D프린팅

일반고 속의‘ 특목고 ’

일반고 속의‘ 특성화고 ’



영재학급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자율학습 영재학급

“그것은 결코 기적도 

우연도 아니며, 오직 

평범한  학생도  귀한

인재로 만드는 환일고 

만의 오랜 전통과 노

하우의 결과일 뿐이

다.”

● 최상의 의대· SKY대 합격률

● 전국수석, 수능 전 영역 만점(2009)

●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 MOU 체결

일반고 속의 특목고

[2020 대입 주요 대학 합격 현황] 입학조건: 학교장 추천

위스콘신 주립대학과 공동협의를 통한 친선관계 유지

세계대학으로 나아가 넓은 시야를 가진 인재가 될 수 있는 기회
서울대 7명, 의대 6명, SKY 53명 합격
서울시내 10개 대학 63명 합격

변함없는 진학 명문 환일!

2009 수능수석 전영역 만점
현 서울대학교 내과 전공의



토론대회 독서캠프학생특강대회

전국 수석을 만든 환일의 진학지도 시스템

리더십캠프 인성교육

수준별
교과목
수업

영재학급
운영 개인별

맞춤형
개인지도

자기주도
학습

개인별
스펙관리

지도

각종
경시대회
활성화

전공 심화과목 개설,
공유캠퍼스
인문학 특강
세종/심화반

논술, 토론, 학생특강, 
영어, 수학, 과학 경시대회,
창의학술보고서, 독서 캠프

심층면접반, 논술반
토론반,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봉사활동, 전공관련 진로체험활동, 
대학연계 프로그램 참여, 리더십 캠프

학력평가 3개년 성적누가기록, 전형별 진학TF팀 운영

 수학, 과학, 융합
 영재학급



체육 교육과정 특성화학교 미술 진로집중반명사 특강 

일반고 속의 특성화고

▶ 진로 탐색 프로그램

      ● 명사특강                ● 대학 탐방 및 설명회

      ● 진로 체험활동        ● 전공 및 직업 설명회

▶ 다양한 전공심화 교육과정

      ● AIㆍ음악ㆍ미술ㆍ체육 심화과정

      ●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 대학연계 - 건축학교, 공학캠프

▶ 공유 캠퍼스 연합형 교육과정

      ● 3개교 연합  선택 교육과정 운영

      ● 프로그래밍, 디자인 드로잉, 사회문화과제연구

1. AI (인공지능) 융합교육 과정

● 4차 산업혁명 대비 AI 인재 육성

● 로봇AI, 자율주행 AI, 프로그래밍

● 코딩, 빅데이터 분석 



경배와 찬양반 축구반 합창반직업반

2. 대학연계 교육 프로그램

● 일본 아다치 전문대학 MOU 체결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관광)

● 건축학교 - 홍익대       ● 기술공학 - 한양대

● 빅데이터, 인공지능 - 한성대, 광운대

● 디자인 - 서울대           ● 실용음악 - 동국대

4. 꿈을 키우는 대안 교실 운영

● 학생 개개인의 적성·소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활동 

● 직업의 다양성을 체험하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가짐

3. 체육 교육과정 특성화

● 체육 특기 사격부 운영

● 미래 지향적 체육 전문가 및 창의적 인재 양성





환일의 발자취

● 1947년 설립자 운화 김영순 장로, 독보 김예환 박사   

    균명중학교 6년제, 24학급 설립

● 1974년 ‘환일중·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 1984년~1986년 연 3년간 서울대, 연·고대 진학률 전국 1위

● 1980, 1984, 1988, 1993년 학교 운영 종합 우수교 교육감 표창,   

    2012년 교육부장관상 표창, 2014년 서울특별시교육대상 수상

● 2008년 2009 대수능 박창희 전영역만점 전국수석

● 2012년 김은미 박사 재단 이사장 취임

● 2014년 급식빌딩‘경천관’개관

● 2017년 다목적체육관 준공, 2018년 후문 통학로 오픈

● 2018년 김은미 박사 재단 이사장 취임

● 2019년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 MOU 체결

● 2019년 일본 아다치 전문대학 MOU 체결

● 2020. 03. AI융합교육과정 운영학교 선정

● 2020. 03. 공유캠퍼스 및 SW선도학교 운영

우리의 꿈, 꿈은 이루어진다

설립당시 학교모습

현재 학교모습

옛날 졸업식

졸업식다목적 체육관교실환경 개선사업서울 미래유산 십자관



열린음악회

합창대회

체험활동

교내 체육대회

진로 동아리 KIMC 스포츠 클럽

봉학마루제방송부



우리의 소망, 미래를 꿈꾼다

쾌적한 교육 환경
● 최고급 대강당(1, 2층 639석)
● 학년별 자습실(청운실, 웅비실, 봉학실, 세종실)
● 헬스장(비만 클리닉 운영)
● 인조 잔디 운동장, 우레탄 농구장
● 급식빌딩 경천관            ●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 후문 통학로 오픈           ● 교실환경 개선사업
● AI 실습실 구축, 전교실 무선 AP

전국 제패 『사격부』
● 사격부 국가대표·상비군 배출, 국내·국제대회 1,600여회 입상
● 2011, 2013 전국체전 공기권총, 공기소총 단체 우승
● 2013 경찰청장기 25m 스탠다드 개인1위, 단체1위(대회신기록)
● 2014 한화회장배 25m 스탠다드 개인1위, 단체1위(대회신기록)
● 2016 문화체육부장관기 10m 공기권총, 50m 권총 단체1위
● 2017 문화체육부 장관기 25m 속사권총 개인 1위, 단체 1위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 10m공기권총 1위(대회신기록)
● 2018 대한사격연맹 회장기 25m 속사권총 개인 1위, 단체 1위 
           48회 봉황기 25m 권총 개인 1위, 25m 속사권총 단체 1위
           25m 스탠다드 권총 개인 1위
● 2018 사격 청소년 대표 본교 1학년 3명 선발
● 2019 중·고연맹회장기 25m 속사권총, 스포츠권총, 스탠다드권총 단체 전종목 1위
           25m 속사권총 개인 1위, 25m스포츠권총 개인 1위(대회신기록)
● 2019 경찰청장기 25m 속사권총(8연패)
           스포츠권총, 스탠다드권총 단체 전종목 1위 (3관왕)
           25m 속사권총 개인 1위, 25m 스탠다드권총 개인 1위
● 2020 문화체육부장관기
           25m 속사권총 25M권총, 스탠다드권총 단체 전종목 1위(3관왕)
           25m 속사권총 개인 1위, 2위(고등부 타이기록수립)
           25m 권총 개인 1위, 25m 스탠다드권총 개인 2위

합창대회

체험활동 길우회(도서반)

과학영재학급

사격부





진로 탐색‘명사 특강’

동문 활동, 든든한 후배 사랑
● 공직자 300명, 언론인 94명, 법조인 45명, 교수 145명, 
    목사 51명, 의사 100명, 기업인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지도자로 활동

제6회 자랑스러운‘환일학생대상’수상자

우리의 손, 미래를 빛내다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양종수 전 육군 사관학교장

오준호 교수
과학영재 부문

고성주

과학영재 부문
김현수

미래인재 부문
김용현

미래인재 부문
진선우

융합인재 부문
정찬우

융합영재 부문
나승민

창의인성 부문
송   준

창의인성 부문
임성주

체육영재 부문
윤서영

체육영재 부문
이승훈

이은결 마술사

이정훈 UN 인권대사

 정창호 UN 재판관

민병철 교수 이창재 전 법무부차관

김희석 교수

김원 교수

서순탁 총장

한무영 교수

●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 정창호 UN 재판관

● 이정훈 UN 인권대사

● 민병철 건국대 교수

● 오준호 KAIST 교수

● 양종수 전 육군사관학교장

● 이은결 마술사

● 한무영 서울대 교수(빗물박사)

● 서순탁 시립대 총장

●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본교 동문)

● 김희석 백석대 교수(본교 동문)

● 김원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공덕역 애오개역

충정로역

아현역(굴레방다리)마을BUS

마포방향

서울역

만리동고개
BUS

GS아파트
BUS 시청서

울
7017길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환일고등학교

04203 서울특별시 중구 환일길 47
■ 제1교무실 3907-113 ■ 제2교무실 3907-141 ■ 행정실 3907-200
■ FAX 363-5200     www.hwanil.hs.kr

지하철 2호선 아현역 3번 출구에서 3번 마을버스 승차 5분거리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위치

*
*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직업은 무엇이나 좋다. 제 1인자가 되자.
                
최후에 웃는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