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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고(世人高)

교육부 지정

체육중점학교로 대변신 !!!

체육중점학급은 어떤 점에서 좋으며 교육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체육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심화된 교육 실시
▶ 교육과정 체육비중 확대 및 전문 강사 지도 : 3년간 70시간 체육수업 이수
▶ 체육 계열 진학 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장전형으로 신입생 모집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 2017학년도 학교장 전형선발 계획 : 체육중점학급 2학급, 일반학급 4학급
▶ 체육중점학급 2학급(40명) : 학교장 추천전형1학급(20명), 실기전형1학급(20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지침 : 교과영역내신(160점)+비교과(40점)

체육중점학급 전형방법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 학교장추천전형: 1학급(20명):1차 서류(내신성적+비교과성적)200점+2차 면접
▶ 실기전형 : 1학급(20명):1차 서류(200점)+2차 실기(30점) 및 면접

세인고가 대입 전형에서 대학 진학에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 내신관리에 절대적 유리 : 체육중점학급은 일반학급과 별도 내신산출
▶ 맞춤식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체계적 관리지도

울주군 명문고 육성프로그램은 어떤 점이 좋은가요?
▶ 심화특강 프로그램 운영 및 토요수준별 맞춤형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으로 차별화
▶ 진로진학 체험학습 프로그램 및 명사초청특강 프로그램운영으로 맞춤형진로지도

통학방법 및 장학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총동창회, 청량농업협동조합, 울산석유공사, 롯데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등 20여
개 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울산전지역 스쿨버스 운행(1호차:북구출발, 2호차:동구출발, 3호차:남구출발)
▶ 학교 경유 시내버스 : 205번, 504번, 527번(등하교 시 20분 간격 운행함)

주요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1.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내용

운영 방법

학력향상 프로그램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수준별 트랙제

온라인교육 운영

온라인 강의

자기주도적 학습

수준별 자율학습

솔빛정독실 자기주도학습

담임, 부담임교사 지도

학력 관리시스템

나의 진학 길라잡이

진학․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내용

운영 방법

기초학력 프로그램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1인 1강좌 수강

특기적성 강좌

풋살, 배드민턴, 농구, 탁구

1인 1강좌 희망 선택

교과학습동아리

교과 멘토-멘티 학습동아리

동아리 활동

스포츠클럽 운영

체육중점 1인 1특기 종목

실기 중심 활동

비고

2. 토요스쿨 프로그램 운영
비고

3. 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내용

운영 방법

특강 교실 운영

체육학과 진로진학 특강

울산대 체육학과 교수

수영교실 운영

생존수영 프로그램 운영

발리 수영장1일 4시간

스포츠 클라이밍

암벽 등반을 통한 극기훈련

체육중점학급 대상

방학 중 캠프

진로캠프, 리더십캠프등

1박 2일(하계)

비고

4. 체육중점학급 활동장면

[여름 수영교실 장면]

[봉사활동MOU체결 장면]

[스포츠클라이밍 훈련 장면]

* 이 프로그램은 학생 상황, 학교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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