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동고등학교 內 작지만 큰 공동체 – 기숙사

� � 일동고등학교의� 정문을� 따라� 쭉� 걸어� 올라오면� 신관,�

본관,� 강당을� 지나� 모습을� 드러내는� 건물.� 바로� 일동고

등학교의� 기숙사� 3R입니다.� 3R은� Reliable(믿을만한),�

Responsible(책임지는),� Respectable(존경받는)의�

약자로� 학업� 능력�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일동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모여�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일상

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일동고등학교를� 거쳐온� 핵심�

인재들을� 배출한� 곳이� 바로� 이� 3R인만큼� 기숙사를� 향

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기숙사부

장님인� 김미지부장님의� 협조를� 받아� 다양한� 기숙사� 프

로그램을� 학습� 지원� 프로그램,� 진학� 지원� 프로그램,� 그�

외� 프로그램으로�나누어�집중�소개합니다!

다양한� 기숙사� 프로그램
#�학습�지원�프로그램

①� 질문교실� :� 학교� 지필고사를� 대비해� 각� 교과� 선생님들이� 기숙사에� 상주함으로써� 학생들은� 즉각적으

로�질문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교과내용에�대한�궁금증을�빠르고� 정확하게� 해소할� 수� 있다.

�

②� 학습심리검사:� 학교� 전문� 상담선생님께서� 진행해주시며�학생� 개개인의� 학습성향을� 학습심리� 검사지를�

통해�파악해� 학생들의� 학습효율을�극대화시킬�수� 있도록�돕는다.

③� 기숙사� 방과후� 프로그램� :� 국·영·수� 내신·수능� 대비를� 위해� 하교� 후� 야간에� 진행되는� 소규모� 맞춤� 방

과후�프로그램으로�실력�향상의� 기회를� 마련할�수�있다.

④�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 매일� 21:00~23:00� 야간� 자기주도학습시간을� 둠으로써� 학생들

이� 개인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자기주도적�학습�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돕는다.

#�진학�지원�프로그램
①� 대학� 탐방� :� 학업� 성취의욕이� 높은�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학습�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습동기를�

향상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진로�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기회� 제공하는데�

초점을� 둔다.

②� 기숙사� 1:1� 진로� 컨설팅� :� 진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1:1로� 학생의� 현재� 생활기록부,� 성적,� 흥미와� 적

성을� 고려하여� 이후의� 성적� 향상� 방향과� 추천� 활동�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학생의� 진학을� 적극적으로� 돕

는다.�



 기숙사의� 일원이� 되고� 싶은� 학생들은� 매� 학기� 초� 담임� 선생님을� 통해�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원

서를�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접을�통해� 기숙사생�선발이� 최종�결정되며,� 면접에서는�전� 학기� 성적,�

학업� 계획,�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 포부와� 자신감�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있는�기회.� 그�기회를�여러분이�잡는�것은�어떠신가요?

-교사�최아진

#�그� 외� 프로그램

①문학기행:� 도서작품을� 읽고� 해당�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장소에� 직접� 방문해�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작

품� 속� 등장인물의�감정을� 간접적으로�느껴보는�경험을� 해볼�수�있다.

②썰전(독서토론):� 도서를� 읽고� 학생들이� 동료� 학습자� 및� 교사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나누는�

프로그램으로�창의성과� 의사소통역량의�향상을�목표로� 한다.

③문화� 체험� 프로그램:�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학업으로� 인해� 지친� 심신을� 달래며�

새롭게� 도약할�수�있는� 토대를�마련하도록�돕는다.

④심신단련을� 통한� 단합력� 향상� 프로그램:� 다양한� 스포

츠� 체험� 활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체� 내에서� 서로

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의� 필요성을� 배우고� 안전하고�

단합된�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

록�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