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마고 신입생 기숙사 FAQ
Q1: 기숙사는 총 몇 명이 입사할 수 있나요?

Q7: 기숙사 성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1: 1학년 입사 인원은 100명으로 남학생 40명, 여학생 60명입니다.

A7: 일반전형의 성적은 200점 만점의 고입 성적(내신) 점수를 300점으로 환산하고,
2022년 2월에 실시 예정인 본교의 진단평가 국어, 수학, 영어 점수(각 100점

Q2: 기숙사 호실은 몇 명이 사용하나요?

만점)를 합하여 총 600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2021학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

A2: 1학년은 4인 1실, 2층 침대를 사용합니다.

한 집합금지로 내신 성적으로만 전형을 실시하였습니다.(진단평가 관련 자료는
교무기획부 안내)

Q3: 기숙사에서는 공용화장실과 샤워실만 사용하나요?
A3: 각 호실에 화장실(샤워부스 포함)과 베란다가 있습니다. 물론 층마다 공용화장
실과 샤워장도 있습니다.
Q4: 기숙사 기상 및 취침 시간은 언제인가요?
A4: 6시 45분에 일어나 24시에 취침합니다.(2021학년도 기준, 자기주도학습 희망
여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Q5: 기숙사 생활기간은 며칠인가요?
A5: 일주일 단위로 생활하며 주로 일요일 밤에 입사(귀사)하여, 금요일 밤 또는 토
요일 아침에 귀가(퇴사)합니다.

1학기에는 지역인재육성전형으로 오산시 소재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20명(남 8
명, 여 12명/사회적 배려자 포함)과 일반전형(성적)과 특별전형(사회적 배려자,
원거리)으로 40명(남 16명, 여 24명)씩 선발하고, 2학기에는 일반전형과 특별전
형 만으로 각 50명(남 20명, 여 30명)씩 선발합니다.
신입생 1학기 기숙사 선발 전형

지역인재육성전형
모집 인원

반영 만점
300점
300점
600점

Q8: 기숙사 거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8: 학생의 고입원서에 기재된 주소와 본교의 최단거리(자동차)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합니다.
Q9: 기숙사 거리 커트라인은 얼마인가요?
A9: 학년별, 학기별,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만, 2021학년도 신입생 거리 커트라인을
학생 20.7Km, 여학생 16.4Km였습니다.

A6: 신입생은 1학기와 2학기가 다릅니다.

일반 전형

성적산출방법
내신성적200 × 1.5
국어100 + 영어100 + 수학100
총 합계

참고로 말씀드리면 1학기에는 남학생 20.5Km, 여학생 23.6Km, 2학기에는 남

Q6: 기숙사는 어떻게 입사하나요?

특별 전형

반영 방법
고입 성적
진단 평가(국어, 영어, 수학)

1
3
2
1
2

선발순위
비 율 인원 (남/여)
사회적 배려자
40% (16/24)
통학 거리(원거리)
성적 우수자
40% (16/24)
사회적 배려자
20% (8/12)
성적 우수자
100명 (40/60)

Q10: 기숙사 지원은 전형별로 하나요?
A10: 사회적 배려자 우선 선발 후 오산시 학생을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이후 일반전
형(성적), 특별전형(원거리)으로 선발합니다. 따라서 학생은 지원서를 한 장만
작성하면 됩니다. (사회적 배려자>오산>성적>거리)
Q11: 사회적 배려자는 누가 해당되나요?
A11: 독립유공자손자녀, 국가유공자자녀, 기초 급여 수급자로 지정된 교육급여지원
자, 교육비지원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자 중
현재 교육비 지원을 받는 자가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