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제5회 CNSA랑 벚꽃제 안내
안녕하세요? 어느덧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모든 학부모님 가정에 봄 햇살처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는 4월 7일 토요일 본교에서 열리는 ‘제5회 CNSA랑 벚꽃제’를 아래
와 같이 상세 안내 하오니 같이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o 행사 개요
1) 일시 : 2018년 4월 7일 (토) 11:40 ~ 15:30
2) 오시는 곳 : 충무관 (체육관) 2층 관람석 (11:40부터 개회식 및 가족 상봉 시작)
3) 준비물
ㅇ 맛있는 가정 음식 (도시락 등 중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 가족들이 함께 앉을 수 있는 돗자리 (우천 시 실내 행사 예정)
ㅇ 산책을 위한 운동화, 햇빛이 강할 경우 양산이나 파라솔 (텐트 형식은 금지), 마스크 (미세먼지 시)
ㅇ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추가 생필품
ㅇ 따뜻한 옷 (당일 온도가 최고 10도로 예상되오니 야외활동을 위한 따뜻한 옷을 착용)
4) 당부 사항
ㅇ 술, 담배 반입 금지 (교내외 모두 금연구역)
ㅇ 애완견 출입 불가
ㅇ 행사 이후 음식 전달 금지
ㅇ 기숙사 반입 금지 물품 전달 금지
ㅇ 화기를 이용한 음식조리 금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한 고기 굽기 등)
ㅇ 학교 일과시간이므로 행사 장소 외부로의 학생 외출 불가능 (담임교사에게 문의)
5) 주차 장소 : 삼성디스플레이 외부주차장 (약 800대 주차가능)
ㅇ 교내 지하주차장을 통제하며, 등교 시 회차 유도원의 안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ㅇ 외부주차장에 주차 후 산책로를 따라 학교 후문으로 출입하시면 편리합니다. (도보 10분 소요)

< 삼성디스플레이 외부주차장 약도 >

o 주요 일정
1학년
시간

~ 11:40
11:40 ~ 11:50
11:50 ~ 12:00

12:00 ~ 15:00

15:00 ~ 15:30

학부모

학부모
동행

학부모 집결
완료 (충무관)

학부모
미동행

면학

개회식
학부모 상봉
(충무관)

담임 인솔
(운동장)

1. Main 행사
: 가족과 함께 자유로운 식사
2. Sub 행사
(1) 벚꽃길 걷기
(2) 인재관 오픈 하우스
(3) CNSA愛 작은음악회
(4) Street Market
(5) 가족과 함께하는 친선경기(축구)

2학년
(학생회)

장소

부스 설치
및
행사 준비
질서
도우미

행사진행
및 식사

폐회식

비고

행사 안내
충무관

학생-가족대표자
반별 상봉

인재관
(기숙사)

인재관 오픈 하우스
(12:00~13:50)

인재관 앞
야외운동장

작은음악회
(13:20~14:00)

운동장

가족 친선경기
(14:00~14:30)

N동 소통카페
밖 부스

Street Market
(12:00~15:00)

충무관

친선경기 MVP 시상

인재관

인재관 점호 (16:00)

정리
15:30 ~ 15:50

학생 인재관 입실

o 행사 지도

* 위 일정 및 지도가 포함된 브로셔를 집결지(충무관)에서 배부할 계획

o 세부프로그램 안내
1. Main 행사 : 가족과 함께하는 자유로운 식사
1) 가족 상봉 학생
ㅇ 상봉계획: 지정된 시간(11:40~)에 담임교사가 반별로 면학실에서 인솔하여 충무관에서 가족대표자와
상봉 이후 가족별로 자유롭게 식사 진행 (상봉 못한 경우 담임교사 연락 후 N동 1층 ‘만남의 장소’ 이용)
ㅇ 음식은 가족이 준비해 온 것 이용
ㅇ 지정된 야외 장소 이용 (행사 지도 표시 지역 및 가락바위 소류지 인근에서도 식사 가능)
ㅇ 돗자리 개별 준비 (텐트, 테이블, 의자 등 설치 금지)
ㅇ 배달음식 교내 수령 금지
ㅇ Street Market 운영본부에서 쓰레기 봉지 배부
ㅇ 당일 날씨 관계로 레이크뷰(급식실) 개방 및 온수 제공
2) 담임 인솔 학생 (가족 미참가 대상 학생)
ㅇ 사전 인원 파악하여 도시락 제공
ㅇ 다른 학생의 가족과 함께 식사 할 수 있게끔 각 반 담임이 조치
ㅇ 상봉하지 못한 학생 인원에 따라 간식을 마련하여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함
가족 미상봉자 프로그램
※ 가족을 만나지 않은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식사와 프로그램 제공
1) 담임교사와 벚꽃길 걷기
2) 식사 이후에는 자유 시간 부여하되, 또래들과 혹은 혼자서 즐길 거리 제공
(음악회 개최, 갤럭시홀 영화 상영)

2. 벚꽃길 걷기
1) 대상 : 벚꽃제 참가 학생 및 가족 중 자율적으로 참여
2) 코스 안내 : 약 1.4km, 가락바위 소류지 둘레길
벚꽃길 걷기
1~4번 지점에서 안전 안내 후 자유롭게 걷기
담당: 학생회 봉사위원
활동: 길 안내
1번 지점(출발)
학교 정문에서 돌계단으로 내려가 가락바위 소류지 둘레길
로 향함
430m, 도보 6분 소요
2번 지점
수로 옆에서 호수변 산책로 이용
480m, 도보 7분 소요
3번 지점
호수 가장자리에서 학교 방향으로 이동
500m, 도보 7분 소요
4번 지점(도착)
학교 후문에서 마무리
총 거리: 약 1.4Km
예상 소요 시간: 20분 + α (휴식 및 사진 촬영 시간)

3. 인재관 (기숙사) 오픈 하우스
1) 시간 : 12:00 ~ 13:50 (기숙사 개방시간)
2) 장소 : 인재관(기숙사)
3) 시행 프로그램
① 엄마, 아빠가 보내는 응원 메시지 (추첨하여 당일 점호시간 방송으로 사연 전달)
② 호실원 사진전시 (1층 복도)
4) 기타 문의사항
- 해당 프로그램 진행 시간 동안에만 학부모님의 기숙사 출입이 가능
- 작은음악회 진행 시간(13:20~)에는 기숙사 측면 입구로 출입 가능 (무대 설치를 위해 정문 출입 통제)

4. CNSA愛 작은음악회
1) 시간 : 13:20 ~ 14:00
2) 장소 : 인재관 (기숙사) 앞 야외 공연장 (장소 셋팅을 위해 시작 전 장소 통제)
3) 대상 : 벚꽃제 참가 학생 및 가족 관람 가능
4) 프로그램 내용
진행순서 및 공연팀

출연자

사회자 인사 및 행사 소개

MC 박민석(2-S7) 이수비(2-S4)

Traveler
Cherry Blossom
행운권 추첨 1

조건우(2-S7) 한주용(2-S3) 조현준(2-S3)
전용빈(2-S3) 이주원(2-A2) 공준혁(2-A3)
이소정(1-7) 정진영(1-7)
학생회부스에서 행운권을 획득한 참가자의
번호 추첨을 통해 SD카드 증정

크구작구

김도훈(2-S2) 백낙경(2-A3)

달덩이

장수아(3-A1)

행운권 추첨 2

학생회부스에서 행운권을 획득한 참가자의
번호 추첨을 통해 SD카드 증정

Kairos

충남삼성고 교사밴드

공연 마무리

MC 박민석(2-S7) 이수비(2-S4)

5. 가족과 함께하는 친선경기 (축구)
1) 시간 : 14:00 ~ 14:30 (경기시간 20분)
2) 장소 : 운동장
3) 프로그램 내용
진행순서 및 내용

진행자

사회자 인사 및 행사 진행 소개

해설 위원 임종민(2-S7) 김민철(2-S8)

인사 및 단체사진 촬영
준비 운동
전반전 경기 (10분)

체육과 교사

하프 타임
후반전 경기 (10분)
인사 및 마무리 운동

해설 위원 임종민(2-S7)김민철(2-S8)

4) 유의사항
ㅇ 선수 학부모님 사전 개별 연락 완료 및 경기 시작 5분 전(13:55)까지 운동장 조회대 집결
ㅇ 선발 된 선수가 참석하지 않으시면, 해당 장소에서 임의 선발하여 경기를 진행함

6. Street Market
1) 시간 : 12:00 ~ 15:00
2) 장소 : N동 소통카페 앞 설치 부스
3) 부스 위치 및 프로그램
N동 (소통카페)
학생회 부스

동아리 부스

Blossom Waffle

게임부스

창의공학설계

(와플 판매)

심쿵

1학년팀
CNSA
CUISINE

CN그림

CN떡

< 프로그램 및 판매 품목 >

게임에서 이긴
참가자에게

- 메뉴 -

가족사진촬영 및

와플 (2,000원)

아크릴 액자체험
포스트 시크릿

복불복으로
선물 증정

휴대폰 거치대

음료수 (1,000원)

(와플 구매시 500원) 제작 판매 (500원)
- 종류 -

레몬에이드 /

초성게임

카프리썬 /아이스티

오감마스터

- 이벤트 -

문장맞추기

와플 1개 구매 시

: 부모님이
자녀에게 편지
쓰기

자동차 번호판

속담맞추기

스피드퀴즈

- 메뉴 –

(2,500원)

딸기맛 / 초코맛 / 생크림

제작 판매

타로점

(1,000원)

(무료)

행운권 증정

정보윤리 캠페인

(작은음악회에서 추첨)

진행

- 메뉴 치즈스틱
2~3조각
(1,000원)
수제

떡볶이
페이스
페인팅
(무료)

(3,000원)
아메리카노
(2,000원)

레몬청음료
1컵 (1,000원)

카페라떼
(2,000원)

* 상세 안내 가정통신문에 포함된 동아리 부스 중
솜사탕 판매(심쿵), 전자레인지 대여서비스(CNSA CUISINE)는 기기대여 문제로 취소

7. 안전 조치
1) 충무관에서 안전 교육 실시
2) 보건교사 보건실 상주
3) 상비약 구비 (학생회부스 및 보건실)
4) 필요시 응급차 이용

8. 우천시 진행 계획
- 학부모 상봉 : 충무관
- 인재관 오픈 하우스 : 계획대로 진행
- 식사 : 레이크뷰 (급식실)
- 체험부스 : 옥내 행사 가능한 것만 충무관에서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