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00~09:00

개별 산책

야외 활동을 하며, 편안하게 산책하는 시간 다양한 환경, 사물, 상황에 익숙해지는 시간 

풍부화

매너

공존하기 위한 기본 생활 습관을 배우는 시간 그룹으로 친구들과 교감하며 사회성을 기르는 시간

플레이타임

스포츠

피트니스, 어질리티 등 신나는 활동 시간  반려견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교감의 시간  

프레이즈 터치

등원 및 배변산책

09:00~10:00 오전 플레이 타임 (사회화)

10:00~11:00 오전 교육 

11:00~12:00 개별 산책

13:00~14:00 오후 교육 

14:00~16:00 휴식 및 음악감상 (하우스 교육)

16:00~17:00 오후 플레이 타임 (사회화)

17:00~18:00 알림장 발송 및 하원 준비

ㆍ위 스케쥴은 코치진과 1:1트레이닝 시간(오전 10시 / 오후 1시)입니다.

ㆍ1일 5장 사진 / 1개 영상 등 보호자분께 안부연락을 보내드립니다.

ㆍ월,수,금 : 예절의 날  /  화,목 : 레크레이션 데이

ㆍ풍부화 수업 중 사물은 어질리티 기구 또는 피트니스 기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ㆍ아이들 컨디션에 따라 교육 스케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SCHOOL
소노펫 스쿨 소개

 매너/하우스 노즈워크 매너/타겟  활동(스포츠)  매너/하우스

MON TUE WED THU FRI

리쉬스킬 활동(스포츠) 바디터치 노즈워크 리쉬스킬

AM

PM



놀기만 하는 운동장, 놀이터와는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휴식과 즐거움을 위한 곳. 

소노펫 스쿨을 소개합니다.

누가 다니면 좋을까요?

이용 정원/제한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ㆍ최대 정원 일 20마리 (상시 3명 이상 코치진 상주, 7:1 비율)

ㆍ 5차 접종 확인서 필수 (미접종 시 항체 검사증으로 대체 가능)

ㆍ 동물 등록증, 인식표, 8살 이상 노령견은 건강 검진 확인증 필수

ㆍ 체중 12KG 이상 또는 농림 축산부 식품부 지정 맹견은 이용 불가

ㆍ 중성화 필수 (8개월 미만 퍼피는 예외)

ㆍ 코치진들 판단 하에 공격성이 너무 심한 반려견은 이용 제한

ㆍ 피부병 및 질병을 보유한 반려견의 경우 입장 제한

ㆍ 생리중인 반려견 입장 불가

운영 시간/운영 일은 어떻게 될까요?

 월 ~ 금 주중 운영 (토, 일, 공휴일 휴무)     AM 08:00 ~ PM 20:00 운영

ㆍ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반려견

ㆍ 장시간 혼자 집에 있는 반려견

SCHOOL

ㆍ 사회성을 길러야 하는 반려견

ㆍ 다양한 문제 행동의 완화가 필요한 반려견

소노펫 스쿨 소개



퍼스널 트레이닝

1:1 클래스

Sports

TRANING

교육 프로그램

ㆍ그룹클래스

털복숭이 친구들과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셨던 분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스포츠 

Behavior
Problem

문제 행동의 1:1 맞춤형 

솔루션 및 보호자 교육 

Manner

보호자님과 반려견의 행복한 공생을 

위한 기본 생활 습관 & 예절 교육

Walk

끌지 않고, 짖지 않고, 흥분하지 않으며 

보호자와 편안하게 걷는 교육

동물
매개활동

어린 아이들이 반려견들과

다양한 정서적, 신체적 활동을 하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교육

반려견들의 유형별,성향별에 따라 1:1맞춤형 및 그룹 교육 진행방식으로 

반려견에 대한 보호자의 가치관 및 핸들링 기술을 향상시키고,

아이와 함께 호흡하고 놀면서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시간.

소노펫 스쿨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누가 배우면 좋을까요?

이용 정원/제한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ㆍ체중 제한 없음

ㆍ모든 클래스는 보호자 , +1 반려견이 원칙입니다.

ㆍ5차 접종 확인서 필수 (미접종 시 항체 검사증으로 대체 가능)

ㆍ동물 등록증, 인식표, 8살 이상 노령견은 건강 검진 확인증 필수

ㆍ농림 축산부, 식품부 지정 맹견은 이용 불가

ㆍ중성화 필수 (8개월 미만 퍼피는 예외)

   ※ 코치진 판단 하에 공격성이 있거나, 예민함이 심할 경우 그룹 수업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1:1 수업을 권장 드립니다. 

수업의 종류 및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ㆍ직접 교육에 참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은 보호자님과 반려견 

ㆍ내 아이의 사회성 + 사람 간 친목을 다지길 원하는 보호자님과 반려견

ㆍ아이와 함께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보호자님의 신체, 정신적 건강도 얻길 원하는 보호자님과 반려견

ㆍ전문가의 1:1 코칭으로 문제 행동을 함께 해결하고 싶은 보호자님과 반려견

퍼스널 트레이닝

TRANING

1:1 클래스 그룹클래스

주중 : AM 09:00 ~ 19:00

※수업을 듣는 반려견에게 가장 적합한 수업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60분간 프라이빗하게 진행합니다.

※정원은 1코치당 1팀(보호자+1반려견)이며, 보호자님 참관이 

필수인 프로그램 입니다.

주중 : 화, 수, 목 PM 19:30 ~ 20:30 

주말 : 토, 일, AM 11:00/ PM 13:00 / PM 15:00 / PM 17:00

※ 교육시간은 50분 진행되며

정원은 주중 주말 모두 매너 교육(4팀) / 독 스포츠(3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