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제9회 소나기학교 학생 안내문>
다가오는 여름,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에서는 <제9회 소나기학교>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학생 여
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세부 내용을 아래에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세부 내용 안내
일시 2021. 8. 2.(월) ~ 2021. 8. 6.(금)
장소 부산대학교 장전캠퍼스(금정구 장전동 소재) 제1사범관

모집일시 2021. 7. 7.(수) ~ 2021. 7. 14.(수)

신청방법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홈페이지 (www.pnucoe.com) - <소나기학교 학생신
청> 게시판에 신청 폼 작성

SNS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소나기학교’ (작년 소나기학교 활동 영상 참고)
https://www.facebook.com/pnucoesonagi
인스타그램 아이디 : @pnu_sonagischool

모집인원 고등학생 1~3학년 중 선착순 최대 30명

학습활동운영

 1) 3개 반 (반 당 10명 내외)으로 운영
 2) 교사기획단에서 팀을 구성하여 각 교시마다 주제별 수업.

※ 작년 소나기학교의 경우, ‘Re; 너와 내가 다시’라는 주제로 소나기학교를 진행했습니
다. 본인의 인생이나, 그간 가져왔던 생각,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의 하는 
등 다시 무언가를 고민해보는 지점에 대한 내용을 기점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 단순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
 4) 멘토링 시간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5) 컨셉 : [ON&OFF] 교과서와 거리두기

※ 테마는 [ON&OFF] 교과서와 거리두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형
태의 수업을 ‘OFF’하고, 흥미롭고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ON’합니다. 
1. 색깔을 이용하여 본인의 개성을 찾아나가는 ‘컬러어스’ 수업
2. 한국의 가요와 역사의 미시사를 결합하여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는 ‘국산가요’ 수업
3. 추리와 논증, 과학적 원리를 결합시켜 실제 추리현장에 적용시켜보는 ‘콜록홈즈’ 수업

http://www.pnucoe.com


2.  학교운영 세부 일정표                                     : 반별수업진행

※본 일정표는 시행계획이며, 최종 계획은 개별 공지 예정.

1) 등교 및 조례 (08:30 ~ 09:40)
- 08:30 ~ 09:00 : 운영본부 및 교사기획단 등교
- 09:00 ~ 09:30 : 학생 등교 시간, 각 반 담임교사 해당 교실로 등교 지도
- 09:30 ~ 09:40 : 각 반 담임교사를 통한 각 반 출결 점검 및 조례 실시

2) 점심 시간(12:00 ~ 13:30)
- 도시락 혹은 캠퍼스 내 학생 식당을 이용한 식사
- 식사 및 간식 책임 : 운영본부

3) 종례 및 하교(16:00 ~ 17:20)
- 16:00 ~ 16:20 : 각 반 담임교사를 통한 각 반 종례 및 하교 지도
- 16:20 ~ 17:20 : 교사기획단장 주도 하 교사기획단 당일 자체평가 실시, 해산

3. 기타
1) 취소 안내 : 소나기학교 시행 1주 전인 7월 26일(월) 이후 취소 불가.
2) 문의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실 (051.510.1610)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소나기학교 학생신청담당자 최용권 (010.5242.3261.)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카카오톡 채널 @부산대사범대학생회

시  간 활  동  내  용
1일차(8/2) 2일차(8/3) 3일차(8/4) 4일차(8/5) 5일차(8/6)

08:30 교사 집결(집결지 : 사범대학 학생회실)
08:30~09:00 교사 출석체크 및 일정 안내
09:00~09:30 학생 등교 시간, 등교 지도(각 반별 강의실로 등교 지도)
09:30~09:40 조례 및 담임 시간
09:40~10:40 입소식 및 OT
10:55~11:55
12:00~13:30 점심시간
13:40~14:40             

 체육대회15:00~16:00 멘토링 멘토링 수료식
16:00~16:20 종례 및 하교 지도
16:20~17:20 교사 평가 및 뒷정리(방역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