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제2018-06호
수 신 : 각 학부.학과 동문님 제위
제 목 : 2018년도 공과대학 동창회 춘계 등반대회 개최 안내

1.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동문님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공과대학 동문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도 춘계 공과대학 동문
등반대회를 하기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여러 일정으로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올해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준비하였사오니 초, 중학생 자녀 또는 손주를
두신 동문님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은 입시준비 및 주말 개인일정들이 많을 듯 하 여 부득이 제외하기로 하
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18년 4월 28일(토) 09:30
⃞장
소 : 관악산 연주대
⃞ 집 결 장 소 : 301동 118호
⃞ 산 행 코 스 : 301동 출발➞연주대➞중식(38동 지하 1층 락구정 한식당)➞해산
⃞ 동문자녀 프로그램 : 1) 공학소개 : 공학 전반에 대한 간단한 소개, 설명(30분)
2) 공학체험 : 예쁜 구조물 만들기(90분)
3) 대학생 선배들과의 멘토링(30분)
4) 해동 아이디어팩토리 견학 및 점심식사(30분)
* 산행 및 동문자녀 프로그램 소요시간 : 2시간 30분 소요 예정
⃞ 연 락 처 : 공과대학 동창회 02-880-7030, 8328(E-mail : aace@snu.ac.kr)
붙임 1. 관악산 등반지도 및 오시는 길.
2. 동문 자녀 공학 체험 프로그램. 끝.

서울대학교공과대학동창회장 이 부 섭

<붙임1>

등반 지도 및 오시는 길

등산 : 제1공학관(301동)→도림천계곡→제3깔딱고개→주능선→정상(연주대)
하산 : 정상(연주대)→주능선→제3깔딱고개→도림천계곡→38동 지하 1층 락구정 한식당

※ 오시는 길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출구 – 5511 / 5513 – 제1공학관(301동)
2호선 낙성대역 4번출구 – 마을버스 관악02 – 제1공학관(301동)
(낙성대역에서 마을버스를 타실 경우 하차역에서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오시면 301동이 있습니다.)

<붙임2>

공과대학 동문 자녀를 위한 공학 체험 프로그램
1. 시간 : 4월 28일(토) 10:00-13:00 (관악산 등반 시간에 병행)
2. 장소 : 301동 105호, 118호, 아이디어팩토리, 39동 B103호 다목적회의실
3. 대상 : 공과대학 동문 자녀 및 학부모
4. 내용 : 1) 공학소개 : 공학 전반에 대한 간단한 소개, 설명(30분)
2) 공학체험 : 예쁜 구조물 만들기(90분)
3) 대학생 선배들과의 멘토링(30분)
4) 해동 아이디어팩토리 견학 및 점심식사(30분)
5. 강사 : 공대 재학생(공대상상 학생홍보기자단)
6. 준비물 : 스파게티면, 마쉬멜로, 강의실 예약, 노트북, 빔프로젝트, 간단한 경품 및
공대상상 책자
7. 주최/주관 : 공과대학 동창회 및 공과대학 대외협력실
8. 예쁜 구조물 만들기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 중학생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진행하되, 스파게티면과 마쉬멜로를 가지고 2인 1조로 예쁜
구조물을 만드는 시간을 가집니다. 경쟁보다는 구조물에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누고
보기도 좋고 안정성도 높은 구조물을 팀웍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9. 멘토링 및 해동 아이디어팩토리 견학 : 서울대 공대 재학하는 선배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해동 아이디어팩토리의 첨단 시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10. 기대효과 : 동문 학부모들께는 동문 자녀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긍심을 높여주고, 참여하는 동문 자녀들은 공학에 대한 관심 유발과 동기부여
를 심어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