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1】

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

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학과, 학번, e-mail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및 선정 시 장학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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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2022년    7월    12일

성명 : __손소휘__ (서명 또는 인)

KAIST 학부 총학생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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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서

신 청 자

학부(과)명 기계공학과 학 번 20200321

성  명 손소휘 e-mail sonsh1003@kaist.ac.kr

직  위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디자인국장

주요 활동

학부총학생회 1분기 업무 보고 (2022.03.01~2022.03.30)

체육AU 이수요건 변경 카드뉴스 제작 (2022.03.23~2022.05.08)

학부총학생회 리크루팅 카드뉴스 제작 (2022.03.28~2022.03.31)

총학생회 내부 디자인물 업무 분배 및 관리 (2022.04.25~2022.05.08)

후기 새내기 새로배움터 책자 제작 (2022.06.27~진행중)

상기 본인은 간부장학생 신청자로서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로 기재함이 판명되었을 때 간부장학생 신청 및 선정의 무효·장학금 회수 

등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7월    12일

                                          

                                          지원자 :    손소휘    (인)

 학부 총학생회장 귀하

※ 직위는 간부장학금을 신청하는 직위로 기재하며(소속 + 직책), 2022년도 
봄학기(2022.02.28.~2022.06.17) 중 해당 직책을 수행하였어야 함.

※ 주요 활동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 활동별 번호를 붙여 작성함.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가 있을 때는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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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장학생 활동보고서

1 학부총학생회 1분기 업무 보고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01~2022.03.30
나. 활동 목적

1) 학부총학생회가 1분기에 달성한 업무를 학우들에게 알리기 위함.
2) 학부총학생회 위원들의 사기를 증진하기 위함

2. 활동 내용
가. 국서별로 달성한 업무를 수집하고 정리함.
나. 카드뉴스 양식을 디자인하여 내용을 작성함.

2 체육AU 이수요건 변경 안내 카드뉴스 제작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23~2022.05.08
나. 활동 목적

1) 체육 AU 이수요건변경에 따라 이를 학우들에게 홍보하기 위함.

2. 활동 내용
가. 정책국의 요청에 따라 변경사항을 나타내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음.
나. 협의 사항 변동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함.

3 학부총학생회 리크루팅 카드뉴스 제작

3.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28~2022.03.31
나. 활동 목적

1) 학부총학생회의 신입 위원을 모집하기 위함.
2) 학부총학생회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음을 홍보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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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동 내용
가. 각 국서를 대표 문구와 업무 소개글 수집, 이를 이용하여 카드뉴스를 제작함.
나. 리크루팅 카드뉴스를 학부총학생회 SNS에 게시하였음.

4 총학생회 내부 디자인물 업무 분배 및 관리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4.25.~2022.05.08
나. 활동 목적

1) 학부총학생회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제작함으로써 위원들의 사기를 증진하기 위함.
2) 효과적인 업무 처리와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함.

2. 활동 내용
가. 디자인국원들에게 국서 업무 내용 전반에 관해 설명하고 업무(로고, 국장단 명함, 국원 소개 

포스터)를 분배함.
나. 각 국원이 제작한 디자인물에 대해 피드백하며 업무 달성을 지원함.
다. 국원 소개 포스터를 총학생회실 벽면에 게시하였음.

5 후기 새내기 새로배움터 책자 제작

1. 활동 개요
다. 활동 기간: 2022.06.27. ~ 진행중
라. 활동 목적

1) 가을학기에 입학하는 새내기 학생들에게 교내 편의시설 및 단체, 행사 등의 정보를 소개하
며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함.

2) 일정을 조정하여 목표 마감일에 맞게 제작 완료되도록 함.

2. 활동 내용
마. 책자 제작을 위한 일정을 계획함.
바. 책자에 소개될 각 단체의 소개 글을 수집하고 정리함.
사. 책자 내부의 디자인 요소를 개선함.
아. 새로 생긴 시설, 시설 운영시간 변경 등 수정사항을 확인하여 책자에 반영함.



【별표1】

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

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학과, 학번, e-mail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및 선정 시 장학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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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2022년   07월    11일

성명 :    한정현    (서명 또는 인)

KAIST 학부 총학생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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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서

신 청 자

학부(과)명 화학과 학 번 20200692

성  명 한정현 e-mail
chemhan01@kaist.ac.k

r

직  위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재정국장

주요 활동

(활동1) 재정국장 일반 업무 (2022.03.26. ~ 현재)

(활동 내용 요약) 재정국 내부 회의 주재(2회), 학사 특별 장학금 관련 장학복

지팀 미팅 참석함.

(활동2) 회계 담당자 기초자격 시험 론칭 (2022.03.26.~2022.06.02)

(활동 내용 요약) 재정국 주요 사업으로 회계 담당자 기초자격 시험을 기획하

고 론칭함.

(활동3) 총학생회 회계감사 개선을 위한 감사원과의 논의 및 협업 (2022.03.26.~현재)

(활동 내용 요약) 학생회칙, 재정운용세칙, 감사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총학생회 

회계감사제도 운영 및 개선을 위해 감사원과 비상대책위원회의 미팅을 주재하

고 논의에 참여함.

(활동4) 총학생회 예결산 공고 창구 제작 (2022.07.07.~현재)

(활동 내용 요약) 재정운용세칙 제11조에 의거한 총학생회 예결산 공고 창구를 

모색하고 제작함.

(활동5) 학생회비 환급 및 추가납부 (2022.03.21.~2022.05.03.)

학생회비 1차 및 2차 추가납부/환급 기간을 운영하고 기록을 반영함.

(활동6) 학생회비 문의 답변 (2022.03.21.~현재)

(활동 내용 요약) 학생회비 환급/추가납부/납부여부 및 횟수 확인 등 학생회비

와 관련된 학우들의 문의에 답변함. 

(활동7) 산하기구 학생회비 납부 여부 확인 (2022.04.12., 2022.04.25., 

2022.05.04., 2022.05.10., 2022.06.27.)

(활동 내용 요약) 동아리연합회, 수리과학과 학생회 등 산하기구의 학생회비 

납부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22년도 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 명단과 산하기구

mailto:chemhan01@kaist.ac.kr
mailto:chemhan01@kaist.ac.kr


【별표2】

※ 직위는 간부장학금을 신청하는 직위로 기재하며(소속 + 직책), 2022년도 
봄학기(2022.02.28.~2022.06.17) 중 해당 직책을 수행하였어야 함.

※ 주요 활동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 활동별 번호를 붙여 작성함.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가 있을 때는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음.

에서 사업을 위해 제출한 명단을 대조하여 납부 여부를 확인함. 

(활동8) 총학생회 재정 업무 보조 (2022.05.05)

(활동 내용 요약) 각 기층기구 및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에 승인된 기층 예

산 및 중앙회계 지원금을 송금함.

(활동9) 총학생회 산하기구 구성원 명단 제작 (2022.06.22.~현재)

(활동 내용 요약) 총학생회 산하기구 구성원 명단을 수집하고 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총학생회 산하기구 구성원 명단 제작함.

(활동10) 비상대책위원회 회계 (2022.03.27.~현재)

(활동 내용 요약) 비상대책위원회 예산안 작성, 상시 회계 처리, 비상대책위원

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작성, 비상대책위원회 예산 사후승인안 작성. 

상기 본인은 간부장학생 신청자로서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로 기재함이 판명되었을 때 간부장학생 신청 및 선정의 무효·장학금 회수 

등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07월    11일

                                          

                                          지원자 :     한정현     (인)

 학부 총학생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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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장학생 활동보고서

1 재정국장 일반 업무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26. ~ 현재
나. 활동 목적

1)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재정국장으로서 본회 재정 운용에 필요한 제반 업무 등을 처
리하기 위함.

2. 활동 내용
가. 재정국 내부 회의 주재(2회)
나. 학사 특별 장학금 관련 장학복지팀 미팅 참석.

2 회계 담당자 기초자격 시험 론칭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26.~2022.06.02
나. 활동 목적

1) 회계 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기본 사항들을 시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운용과 효
율적이고 체계적인 본회 재정 운용을 꾀하기 위함.

2. 활동 내용
가. 학생회칙, 재정운용세칙, 감사시행세칙, 감사매뉴얼에 규정된 회계 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기

본 사항들에 기초하여 문제를 제작함.
나. 총무, 재정국원 등 회계 담당자의 경험에 기초한 응용문제도 제작함.
다. 실제 비상대책위원에게 적용하여, 시험을 응시하도록 하고 피드백함.
라. 향후 총학생회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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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학생회 회계감사 개선을 위한 감사원과의 논의 및 협업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26.~현재
나. 활동 목적

1) 학생회칙, 재정운용세칙, 감사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총학생회 회계감사제도 운영 및 개선을 
위함

2) 본회 회계감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함.

2. 활동 내용
가. 감사원과 비상대책위원회의 미팅을 주재하고 논의에 참여함.
나. 22년도 하반기 예산안 심의 및 회계감사 일정과 방식을 감사원과 협의함.
다. 최종적인 협의 결과는 8월 중 도출될 것으로 예상.

4 총학생회 예결산 공고 창구 제작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7.07.~현재
나. 활동 목적

1) 재정운용세칙 제11조에 의거하여 중앙집행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본회 예결산을 
공고할 수 있는 창구를 제작하고자 함.

2. 활동 내용
가. Google site를 이용하여 접근성과 디자인이 우수한 공고 창구를 제작하고자 함.
나. 연속성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Google site 대신 Google Drive를 활용하고 링크를 대외적으

로 접근하기 쉬운 공간(ARA, 카이위키, 총학생회 홈페이지 등)에 공유하는 것으로 논의함.
다. 현재 Google Drive에 21년도 하반기 결산, 22년도 상반기 예산안을 업로드 함.
라. 카이위키 등에 공고하는 방식을 논의 중임. 
마. 7월 중으로 공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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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회비 환급 및 추가납부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21.~2022.05.03.
나. 활동 목적

1) 학생회칙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학생회비 환급 및 추가납부 기간을 운영하기 위함.

2. 활동 내용
가. 학생회비 1차 추가납부/환급 공지를 내어 추가납부/환급 기간을 운영함
나. 학생회비 2차 추가납부/환급 공지를 내어 추가납부/환급 기간을 운영함
다. 추가납부 및 환급 기록을 22년도 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 명단에 적용함.
라. 그 밖에 추가납부/환급 문의 및 제반 업무를 진행함.

6 학생회비 문의 답변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21.~현재
나. 활동 목적

1) 학생회비 관련 학우들의 문의에 답변하기 위함.

2. 활동 내용
가. 학생회비 환급/추가납부/납부여부 및 횟수 확인 등 학생회비와 관련된 학우들의 문의에 답변

함. 

7 산하기구 학생회비 납부 여부 확인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4.12., 2022.04.25., 2022.05.04., 2022.05.10., 2022.06.27.
나. 활동 목적

1) 학생회칙 제4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회비를 납부한 총학생회 정회원만 학생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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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 내용
가. 동아리연합회, 수리과학과 학생회 등 산하기구의 학생회비 납부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22년

도 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 명단과 산하기구에서 사업을 위해 제출한 명단을 대조하여 납부 
여부를 확인함.

8 총학생회 재정 업무 보조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5.05
나. 활동 목적

1)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재정국장으로서 본회 재정 업무를 보조하기 위함.

2. 활동 내용
가. 각 기층기구 및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에 승인된 기층 예산 및 중앙회계 지원금을 송금함.

9 총학생회 산하기구 명단 제작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6.22.~현재
나. 활동 목적

1) 학생회칙 제4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회비를 납부한 총학생회 정회원만 총학생회 
산하 자치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산하기구 명단을 제작하기 위함. 

2. 활동 내용
가. 금년도 2월~3월 사업계획서 접수 시, 명단을 함께 제출받음.
나. 이후 증감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산하기구에 명단 제출을 요청함.
다. 산하기구에서 명단을 바탕으로 총학생회 산하기구 명단을 제작하고 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확

인함.
라. 미납자에 대해서 해당 학기 총학생회 산하 자치활동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메일 등의 방식으

로 통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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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상대책위원회 회계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27.~현재
나. 활동 목적

1) 비상대책위원회 회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

2. 활동 내용
가. 비상대책위원회 예산안 작성
나. 상시 회계 처리
다. 비상대책위원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작성
라. 비상대책위원회 예산 사후승인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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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

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학과, 학번, e-mail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및 선정 시 장학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 ✓ 미

동
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2022년   7월    13일

성명 : 조호정 (서명 또는 인)

KAIST 학부 총학생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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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서

신 청 자

학부(과)명 화학과 학 번 20190634

성  명 조호정 e-mail 117chj@kaist.ac.kr

직  위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도약> 사무국장

주요 활동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도약> 사무국장 및 복지국원, 
디자인국원, 문화기획국원 업무 수행 (2022.3.25.~)
상시적으로 학부 총학생회실 정비, 봄학기 상근 관리, 회의실 대여, 
활동인증서 발급 등의 사무국 업무를 총괄했으며 타 국서에서도 
국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
 

상기 본인은 간부장학생 신청자로서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로 기재함이 판명되었을 때 간부장학생 신청 및 선정의 무효·장학금 회수 

등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지원자 : 조호정 (인)

 학부 총학생회장 귀하

※ 직위는 간부장학금을 신청하는 직위로 기재하며(소속 + 직책), 2022년도 
봄학기(2022.02.28.~2022.06.17) 중 해당 직책을 수행하였어야 함.

※ 주요 활동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 활동별 번호를 붙여 작성함.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가 있을 때는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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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장학생 활동보고서

1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도약> 사무국장 및 복지국원, 디

자인국원, 문화기획국원 업무 수행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3.25~
나. 활동 목적

1) 사무국장으로서 학부 총학생회 내부 관리에 힘쓰고 사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함. 
2) 기타 3개 국서의 국원으로서 다방면으로 학부생들의 삶의 질 상승에 기여하고자 노력함.

2. 활동 내용
가. 2022.4.26.~2022.6.2. 봄학기 상근을 진행함. 대전 상주인력에 대해 상근 가능 일자를 조사하고 매주 

월~목 오후 4시~6시 중 상근을 진행함. 
나. 내부 인력을 위해 중간고사/기말고사 기간 중 시험 목적 사무실을 대여, 총학생회 산하 단체의 활동을 

위해 상시적으로 회의실 대여를 관리함.
다. 사무실 침구 세탁, 에어컨 필터 청소, 사무비품 구매 등 상시적으로 총학생회실 정비에 힘씀.
라. 학부 총학생회 및 산하단체 활동에 대해 요청이 들어오면 활동인증서를 발급함. 기본적으로 pdf로 제

공되나 요청 시 실물 직인본으로도 수령 가능하도록 업무 진행. 
마. 복지국원으로서 ‘피플카’ 및 ‘KnoteHow’ 제휴업무에 관여함.
바. 디자인국원으로서 비상대책위원회 <도약> 로고 및 명함, 카드뉴스 제작에 관여함.
사. 문화기획국원으로서 중간고사/기말고사 기간 내부 스터디 활동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 KAMF 특임위에 

속해 부스팀장으로 활동 중. 



【별표1】

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

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학과, 학번, e-mail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및 선정 시 장학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

o
미
동
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2022년   7 월   13  일

                    성명 : ___이정훈___  

KAIST 학부 총학생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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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서

신 청 자

학부(과)명 바이오및뇌공학과 학 번 20200777

성  명 이정훈 e-mail jlee53@kaist.ac.kr

직  위 KAIST 학부 총학생회 복지국장

주요 활동

(활동1) 제휴 업체 계약 및 업무 진행 (2022.04.1~2022.7.13)

 카이스트와 제휴를 맺고 싶어하는 외부 업체들과 미팅을 하고, 학생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며 계약을 진행하고 제휴 조건에 해당하는 업무

를 상시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로, ‘씽씽’, ‘비스트로럭키’, ‘메타코

드’, ‘ES우리안과,’ ‘하늘안과의원’과 같은 업체와 제휴 계약을 맺고 학

생들이 학교 복지를 누릴 수 있게 총학생회 웹사이트 및 SNS에 공지하였습니

다. 

(활동2) 총학생회 웹사이트 복지 섹션 정리 (2022.04.11.~2022.04.24.)

학교 및 총학생회와 제휴를 맺은 업체들을 KAIST 학부 총학생회 웹사이트에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었고 영어 버전 또한 만들어 외국인 학생들 또한 포용

하였습니다.   

 

 

상기 본인은 간부장학생 신청자로서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로 기재함이 판명되었을 때 간부장학생 신청 및 선정의 무효·장학금 회수 

등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7 월   13 일

                                          

                                   지원자 :   이정훈     

 학부 총학생회장 귀하

※ 직위는 간부장학금을 신청하는 직위로 기재하며(소속 + 직책), 2022년도 
봄학기(2022.02.28.~2022.06.17) 중 해당 직책을 수행하였어야 함.

※ 주요 활동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 활동별 번호를 붙여 작성함.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가 있을 때는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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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장학생 활동보고서

1 활동1 제휴 업체 계약 및 관련 업무 진행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4.01~2022.07.13
나. 활동 목적

1) 학우들이 학교를 통해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함

2. 활동 내용
가. 씽씽 (공용 전기킥보드 대여 업체)과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제휴를 맺음으로서 생길 주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차 공간을 만들려고 하였지만 안전팀과의 논의 끝에 결국에는 주
차 관련해서는 계약 조건으로 수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우분들이 전기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는 만큼 금전적으로 크게 해택을 보는 것 같아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기존에 제휴 계약을 한 ES우리안과 / 하늘안과의원 (안과) 담당자님과 소통을 하며 새로이 
결정된 혜택들을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 비스트로럭키 (술집)과 현재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계약 조건은 카
이스트 구성원 10% 할인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활동2 KAIST 학부 총학생회 웹사이트 복지 섹션 정리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4.11~2022.04.24
나. 활동 목적

1) 학우분들이 학교 및 총학생회와 맺은 제휴업체들을 보기 쉽게하기 위함

2. 활동 내용
가. 학교 그리고 총학생회가 따로 진행한 계약들을 나누는 형태로 복지 섹션을 정리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한 호텔 제휴 같은 경우, 지역 별로 카테고리화 시켜서 보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하였고 이 외로도 기존에 없었던 영어 버전 또한 생성하여 외국인 학우분들 또한 참고하
여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별표1】

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

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학과, 학번, e-mail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및 선정 시 장학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

V
미
동
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2022년   7월    12일

성명 : 정연종 ( )

KAIST 학부 총학생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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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서

신 청 자

학부(과)명 수리과학과 학 번 20210583

성  명 정연종 e-mail jyj020121@kaist.ac.kr

직  위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임원진(팀장)

주요 활동

1. 석림태울제 캠퍼스디자인 담당(2022.02.28.-2022.05.18.)

- 올해 석림태울제(22.05.17-22.05.18)컨셉인 운동회에 맞춰 프로그램 부스를 

꾸미기 위해 각종 응원도구(머리띠, 응원풍선, 호루라기, 운동회 옷 등)을 구

입 하였으며 주문제작한 석림태울제 풍선을 이용하여 학교를 꾸몄음.

- 운동회 컨셉에 맞춘 순위시상대를 제작, 시상식 포토존을 주문제작하여 학

우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운영,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였음. 

 

상기 본인은 간부장학생 신청자로서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로 기재함이 판명되었을 때 간부장학생 신청 및 선정의 무효·장학금 회수 

등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7월   12일

                                          

                                          지원자 : 정연종 ( )

 학부 총학생회장 귀하

※ 직위는 간부장학금을 신청하는 직위로 기재하며(소속 + 직책), 2022년도 
봄학기(2022.02.28.~2022.06.17) 중 해당 직책을 수행하였어야 함.

※ 주요 활동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 활동별 번호를 붙여 작성함.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가 있을 때는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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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장학생 활동보고서

1 활동1 제목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2.28~2022.05.18
나. 활동 목적

1) 매해 열리는 학교 축제인 석림태울제를 좀 더 풍성하게 꾸미고 학우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캠퍼스 디자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2. 활동 내용
가. 상상효과와 석림태울제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과 순위시상대를 각각 주문제작하였음. 또한, 포토존에 

사진을 찍을 때 좀 더 풍성하게 찍을 수 있도록 운동회 컨셉에 맞는 머리띠, 운동복, 호루라기, 메달 
등의 운동회 물품을 주문하여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축제 당일에는 프로그램 부스 옆에서 
부스를 꾸미고 포토존을 운영, 포토존 참여와 관련된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였음. 축제 당일 다양한 사
람들이 포토존을 즐기기 위해 소품을 이용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옆에 위치한 프로그램 부스가 동시
에 홍보되는 효과를 받아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 부스와 포토존 부스를 모두 참여할 수 있었음. 후
년에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캠퍼스의 일부를 디자인하고 이벤트를 활용하여 학우들의 축제 참여를 
더 크게 유도할 수 있을것이라 판단함. 

2 활동2 제목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0.00~2022.00.00
나. 활동 목적

1)

2. 활동 내용
가. 사업 진행 경과, 세부 사업 내용, 사업 결과 및 고찰 등을 자유롭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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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

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학과, 학번, e-mail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및 선정 시 장학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

O
미
동
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2022년     7월      12일

성명 : __정인홍__ (서명 또는 인)

KAIST 학부 총학생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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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서

신 청 자

학부(과)명 생명과학과 학 번 20200587

성  명 정인홍 e-mail erica1397@kaist.ac.kr

직  위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주요 활동

(활동1)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2022.03.13~현재)

- 생명과학과 학생회장으로서 생명과학과 학부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우들

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함.

- 학부 총학생회의 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학부 총학생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

을 피력함.

- 생명과학과 학과 내 여러 사업(개별이의 밤, 학과 튜터링, 학과 내부 친목 

사업, 학과 기념품 제작 등)을 주도하여 추진해 학부생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씀.

(활동2) 문화자치위원회 위원 (2022.03.23~현재)

- 문화자치위원으로서 학부 총학생회 회원의 문화 행사 증진을 위해 힘씀.

(활동3)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 위원(2022.02.08~2022.04.27)

- 현존하던 학생회칙 및 세칙의 오탈자, 오류, 사문화된 조항 등을 검토하고 

수정함.

(활동4) KAMF기획특임위원회 위원 (2022.05.25~현재)

- KAMF(KAIST Art and Music Festival)을 기획하는 기획 단원으로서 학우들을 

위한 축제 기획에 참여함. 회계팀원 및 대외협력팀원으로 활동함.

 

상기 본인은 간부장학생 신청자로서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로 기재함이 판명되었을 때 간부장학생 신청 및 선정의 무효·장학금 회수 

등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7월      12일

                                          

                                          지원자 :   정인홍   (인)

 학부 총학생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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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는 간부장학금을 신청하는 직위로 기재하며(소속 + 직책), 2022년도 
봄학기(2022.02.28.~2022.06.17) 중 해당 직책을 수행하였어야 함.

※ 주요 활동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 활동별 번호를 붙여 작성함.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가 있을 때는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음. 

간부장학생 활동보고서

1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2022.03.13.~현재)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13~현재
나. 활동 목적

1) 생명과학과 학생회장으로서 생명과학과 학부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우들을 위해 봉사하
기 위함.

2) 학부 총학생회의 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학부 
총학생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피력하기 위함.

3) 생명과학과 학과 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생명과학과 학부생의 즐거운 학과생활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

2. 활동 내용
가. <너와 나의 데스모좀> 사업을 통해 생명과학과 내 학부생들의 친목 도모를 장려함. 4-5인을 

한 개 조로 하여 스터디, 식사 약속을 비롯한 여러 활동이 이뤄지도록 함.
나. <학과 튜터링> 사업을 통해 전공필수 과목 수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질문 창구를 운영

함.
다. <개별이의 밤> 사업을 통해 개별연구 시작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연구실 컨택 방법에서 시작하여 대학원 진학과 관련된 진로 고민까지 해소할 수 있는 장을 만
듦.

라. <생명과학과 오픈랩 행사> 사업을 통해 KAIST 교내 학우들이 생명과학과 연구실을 직접 방
문하여 소개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듦.

마. 생명과학과 학부생만을 위한 굿즈(텀블러 및 스프링 공책)을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생명과
학과 학부생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시켰으며, 동시에 기말고사 간식이벤트를 진행하여 시험
기간 힘든 학우들의 지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바. 한 달에 한 번씩 학사주임 교수님과의 식사약속을 통해 생명과학과 학부생들의 의견을 교수
님들께 전달하는 역할을 함.

사. 학부 총학생회의 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서 학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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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함.

2 문화자치위원회 위원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23.~현재
나. 활동 목적

1)  본회 회원의 주체적인 문화 형성과 교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장려하기 위함

2. 활동 내용
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던 문화자치위원회 사업 재개를 위해 각종 서류 양

식을 보완하고 관련 회칙을 제·개정함.

3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 위원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2.08.~2022.04.27
나. 활동 목적

1) 당시 학생회칙과 여러 세칙 상에 존재하던 여러 오탈자를 수정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
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함.

2) 학생회칙 및 여러 세칙의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여 학부 총학생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기 위함.

2. 활동 내용
가. 학생회칙에서 규정하는 선거 및 자치기구의 선거권,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전문기구,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수정함.
나. 의결기구운영세칙에 화상원격회의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안건 상정에 관한 규정을 명

시하는 등 비효율적인 절차나 사문화된 조항을 개정하고 관례적으로 해오던 사항들을 명확히 
함.

다.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회의진행규칙을 신설함.
라. 선거시행세칙, 재정운용세칙, 감사시행세칙, 사무처리세칙,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존재하

는 간단한 표기상의 문제나 애매한 부분들을 수정함.

4 KAMF기획특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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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5.25.~현재
나. 활동 목적

1) KAMF(KAIST Art and Music Festival) 기획에 참여하여 학우들이 문화행사를 교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활동 내용
가. 대외협력팀원으로 활동하여 외부 기업에 송부하는 행사 계획서를 제작함. 추후 기업체 미팅, 

동문용 제안서 작성과 행사 실무에 참여할 예정임.
나. 회계팀원으로 활동하여 행사 예산안 작성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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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

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학과, 학번, e-mail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및 선정 시 장학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

미
동
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2022년     7월      13일

성명 : ___최성재___ (서명 또는 인)

KAIST 학부 총학생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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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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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학부(과)명 전기및전자공학부 학 번 20200651

성  명 최성재 e-mail
sungjae579@kaist.ac.k

r

직  위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기획단장

주요 활동

(활동1) 태울석림제 개최 (2022.02.28~2022.06.17)

(활동 내용 요약) 

성공적인 태울석림제 개최를 위해서 해당 축제를 기획하는 직책을 맡고 있지 

않지만, 상상효과 단원들과 함께 실무 진행 및 프로그램 부스 제작에 기여함.

(활동2) KAIST-POSTECH 학생대제전 기획 (2022.02.28~2022.06.17)

(활동 내용 요약) 

3년만에 다시 대면으로 진행되는 KAIST-POSTECH 학생대제전인 만큼 학생들

에게 즐거움과 경기 승리를 통한 KAIST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미리 기획을 진행 

(활동3) LIFE ACADEMY 참여 (2022.03.04. ~ 진행중)

(활동 내용 요약) 

‘인간에 대한 이해 및 소양 덕목’, ‘기술에 대한 이해’, ‘미래 사회 및 

바람직한 인재상’의 주제로 선정된 도서를 읽고 토론하여 지.덕.체 중심의 전

인격적 성장 및 신뢰, 균형적 감각의 올바른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

인 KAIST LIFE ACADEMY에 참여

(활동4) 실패연구소 “나의 실패 이야기”공모전 장려상 수상 (2022.03.29. ~ 

2022.05.16)

(활동 내용 요약) 

지난 2년간의 학교 생활을 돌아보고 현재의 내가 변화한 모습을 에세이로 작

성하여, 학업, 인간관계 등의 이유로 힘들어하는 교내 학우들에게 공유되면 힘

이 될 것이라 생각해 에세이 공모 

상기 본인은 간부장학생 신청자로서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로 기재함이 판명되었을 때 간부장학생 신청 및 선정의 무효·장학금 회수 

등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지원자 :    최성재   (인)

 학부 총학생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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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는 간부장학금을 신청하는 직위로 기재하며(소속 + 직책), 2022년도 
봄학기(2022.02.28.~2022.06.17) 중 해당 직책을 수행하였어야 함.

※ 주요 활동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 활동별 번호를 붙여 작성함.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가 있을 때는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음. 

간부장학생 활동보고서

1 활동1 태울석림제 개최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2.28~2022.06.17
나. 활동 목적

1) 코로나로 인해 긴 비대면 학교 생활과 학업으로 지친 학우들을 위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축제를 기획 및 개최

2) 단원들의 업무 지원 

2. 활동 내용
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기간 진행하지 못했던 대면 태울석림제를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목

적으로 기획하였습니다. 학우들의 끼를 맘껏 펼칠 수 있는 버스킹 무대와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한 미니
운동회 프로그램 부스로 구성하여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나. KAIST-POSTECH 학생대제전 기획단장을 직책으로 가지고 있지만, 단원들을 응원하고 업무량을 조절
해주기 위해서 미니운동회 프로그램 부스 제작에 앞장서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이틀간의 축제 실무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강풍이 부는 상황에 프로그램 부스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했지만 단원들과 함께 원활히 해결하는데 기여했습니다. 

2 활동2 KAIST-POSTECH 학생대제전 기획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2.28. ~ 2022.06.17
나. 활동 목적

1) 19년도 이후 처음으로 다시 찾아오게 된 KAIST-POSTECH 학생대제전(일명 카포전)의 대
면 진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미리 기획을 진행

2) 2년동안 코로나로 인한 카포전의 비대면 진행으로 낮아진 카포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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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CH과의 상징적인 연례 교류 행사를 다시 원활히 진행하는데 기여  

2. 활동 내용
가. 2년동안 KAIST-POSTECH 사이버 이공계 학생대제전을 진행하며, 중계만으로만 축제가 진행됨에 따

라 KAIST 학생들과 POSTECH 학생들의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축제 참여도가 낮아짐에 
따라 축제의 즐거움이 반감되는 아쉬움이 존재했습니다. 이번에는 2년만에 다시 개최되는 대면 카포전
인만큼 대면으로 진행되는 카포전이 무엇인지 모르는 많은 학우들에게 카포전을 알리고, 기대감을 높
이기 위해 상상효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카드뉴스를 올리는 등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나. 18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웨이 카포전(POSTECH에서 개최되므로 KAIST가 
POSTECH으로 이동)이므로 인수인계 및 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김정민 부단장님과 
함께 카포전을 다시 재밌게, 다시 의미있게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전 단원분들께 
정보를 얻고 학생지원팀과의 미팅을 지속적으로 가지며 2022 카포전을 기획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로드
맵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다. 카포전 승리라는 영광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운동경기 동아리(허리케인, 루키, 둘리, 옵티머스)와 과
학경기 동아리(VLab, GoN)에 훈련 지원을 미리 계획 및 실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승인을 석림태울제와 
함께 봄학기에 미리 받아 학기 및 방학동안 원활한 훈련이 진행될 수 있게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3 활동3 LIFE ACADEMY 참여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04. ~ 진행중
나. 활동 목적

1) KAIST의 정규 수업을 수강하여 공학적 지식을 얻는 것만이 아닌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고자 
인문과 공학의 계면 작용으로 우수한 과학기술력과 인본적 가치 및 덕목을 겸비한 창의적 그
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인 KAIST LIFE ACADEMY 참여

2. 활동 내용
  가. Part 1 인간에 대한 이해 및 소양 덕목을 주제로 ‘사피엔스(유발 하라리)’, ‘공정하다는 착각(마이클 

샌델)’, ‘유대인 교육에 답이 있다(고재학)’을 읽고 참가자분들과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 내의 
능력주의에 대한 고착화를 비판할 수 있는 객관적인 태도를 함유하였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나. Part 2 기술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김대식의 키워드(김대식)’,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정하
웅, 김동섭, 이해웅)’, ‘부의 대전환 코인전쟁(김승주 외)’를 읽고 참가자들과 토론하며 최신 기술들에 
대한 공학적 지식을 획득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
니다.

  다. Part 3 미래 사회 및 바람직한 인재상을 주제로 ‘알고리즘 윤리(마이클 키언스, 아론 로스)’, ‘미래채
널(황준원)’, ‘미래자동차-모빌리티 혁명(정지훈, 김병준)’, ‘호모데우스(유발 하라리)’를 읽고 참가자
들과 토론하며 미래 기술들에 대한 공학적 지식을 획득하고 이전에 갖추었던 인문학적 지식 등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상상 및 비판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라. 해당 활동들 이후에 팀별 개별 발표를 진행하여 ‘기후변화와 우리의 태도’를 주제로 탐구 및 발표하
였습니다. 이전 수업들을 통해 현재와 미래 기술들이 가지고 올 기후변화에의 악영향을 깨닫게 되었



【별표2】

- 5 -

고 이를 비판하고,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 차원으로 거시적으로 넓혀가며 그들이 각각 어떤 태도
를 가져야 하는지 제안해보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미래 기술을 
배우고 개발할 KAIST 학생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하는지 고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 LIFE ACADEMY 참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여름학기에 팀과 함께 봉사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4 활동4 실패연구소 ‘나의 실패 이야기’ 공모전 장려상 수상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29. ~ 2022.05.16.
  나. 활동 목적

1) 지난 2년간의 학교 생활을 돌아보고 현재의 내가 느낀 점과 그에 따라 변화한 모습을 
에세이로 작성하여 학업, 인간관계 등의 이유로 힘들어하는 교내 학우들에게 공유되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여 에세이 공모 

2. 활동 내용
  가. 2년동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많은 감정의 변화를 개인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학기 초반

의 설렘과 두려움, 어려운 공부로 인한 실패, 뛰어난 학우들과의 비교 등으로 인해 줄어든 
자신감,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활동(행사준비위원회, 수업 등등)하며 얻은 교
훈 등 2년동안 아쉬웠던, 힘들었던, 그리고 변화한 점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실패연구소 공모전에 에세이로 제출해 실패연구소 간행물에서 공유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를 보고 공감할 수 있는 학우들이 있다면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원고를 제출해 장려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의 글이 누구에겐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실패
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해보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되새겼습니다. 그 마음가짐
의 일환으로 해당 장학금에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별표1】

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

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학과, 학번, e-mail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및 선정 시 장학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

●
미
동
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2022년   07월    12일

성명 : 홍유승 (서명 또는 인)

KAIST 학부 총학생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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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서

신 청 자
학부(과)명 생명화학공학과 학 번 20200704

성  명 홍유승 e-mail 4570ys@kaist.ac.kr

직  위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주요 활동

1. 각종 회의 참석 (2022.03.21.~2022.05.02.)

  생명화학공학과 교과과정위원회, 학과 홈페이지 개편 회의 등에 참여하며 

생명화학공학과 학우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 05/02 자 새내기 세미나 <생명화학공학과> 진행 (2022.05.02.)

  05/02 자 새내기 세미나 <생명화학공학과>-<재학생의 만남 부분>차시를 학

생회 부원들과 함께 준비하였고, 진행 및 총괄을 맡았습니다.

3. 생명화학공학과 홍보 영상 제작 (2022.03.18.~2022.06.23.)

  교수님, 대학원생 대표님과 협업하여 학부생/대학원생이 출현한 학과 홍보 

영상을 제작완료 하였습니다. 

4. 교수님과의 만남&웰컴박스 사업 진행 (2022.04.29.)

  교수님과 학생들이 매칭되어 식사를 진행하는 사업을 보조하였고, 이 과정

에서 진입생들을 대상으로 웰컴박스를 배부하였습니다.

5. 스터디 그룹 사업 진행 (2022.05.23.~2022.06.17.)

  Zoom/대면 병행 스터디 그룹 사업을 진행해 학우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였

습니다.

6. OTL 후기 이벤트 사업 진행 (2022.06.01.~2022.06.24.).

  OTL 후기 이벤트 사업 진행을 통해 학우들의 추후 과목 선택에 있어 기여

하고자 하였습니다. 

상기 본인은 간부장학생 신청자로서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로 기재함이 판명되었을 때 간부장학생 신청 및 선정의 무효·장학금 회수 

등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07월    12일     

                                          지원자 : 홍유승 (인) 

 학부 총학생회장 귀하

※ 직위는 간부장학금을 신청하는 직위로 기재하며(소속 + 직책), 2022년도 
봄학기(2022.02.28.~2022.06.17) 중 해당 직책을 수행하였어야 함.

※ 주요 활동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 활동별 번호를 붙여 작성함.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가 있을 때는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음. 

mailto:4570ys@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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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장학생 활동보고서

1 각종 회의 참석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21.~2022.05.02.
나. 활동 목적

1) 학부생 대표로서 학부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두 차례 진행되었던 교과과정위원회, 한 차
례 진행되었던 학과 홈페이지 개편 회의에 참석하였음.

2. 활동 내용
가. 교과과정위원회(2022.03.21., 2022.05.02.)에 참석하여 추후 개설될 학과 과목들에 대해 의견

을 피력함.
나. 학과 홈페이지 개편 회의(2022.03.11.)에 참석하여 기존의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대해 느끼던 

불편함(적은 학부 관련 정보, 과목 테크트리의 낮은 접근성)에 대해 의견을 밝힘.
다. 이후 학과 홈페이지에 학과 홍보 영상을 올리기로 교수님들과 이야기하였음.

2 05/02 자 새내기 세미나 <생명화학공학과> 진행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5.02~2022.05.02
나. 활동 목적

1) 기존의 새내기 세미나 수업은 교수님들의 진행으로, 생생한 학부생친화적 내용이 부족하다
는 평가를 받았음. 이를 일부분 보완하고자 함.

2. 활동 내용
가. 해당 수업 담당 정유성 교수님께서 <재학생과의 만남> 차시를 구성하여 생명화학공학과 학생

회에 제시하셨음.
나. 학부생 2명, 대학원생 1분을 섭외하여 토크쇼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음. 이 과정에서 사회

를 맡았음.
다. 새내기 세미나 참석 학생 약 60여명을 대상으로 생명화학공학과 로고 텀블러 제공.
라. 여러 테크트리의 여러 학부생들을 모집할수 있었다면 더욱 풍성한 기획이 되지 않았을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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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명화학공학과 홍보 영상 제작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18.~2022.06.23.
나. 활동 목적

1) 생명화학공학과에 대한 학부생 친화적 정보가 부족함.
2) 재학생들이 직접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새내기들의 학과 선택에 있어 도움을 주고

자 하였음.
2. 활동 내용

가. 학부생 2명, 대학원생 2명이 출현한 영상을 제작하였음.
나. 곧 학과 홈페이지에 올라갈 예정임.

4 교수님과의 만남&웰컴박스 사업 진행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4.29.
나. 활동 목적

1) 교수님과 학부생들 간의 친화력을 도모하고자 함.
2) 진입생들에게 학과의 자긍심을 주고자 함.

2. 활동 내용
가. 교수님 한 분당 3~4명의 학부생이 연결되어 같이 점심 식사를 진행하였음.
나. 이 과정에서 학부생들에게 생명화학공학과 기념품을 제공함

5 스터디 그룹 사업 진행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5.23.~2022.06.17.
나. 활동 목적

1) 학우들의 학업 증진 및 친목 도모를 위해 사업을 진행함.

2. 활동 내용
가. 3~4명으로 구성된 조를 구성하여 우수조에게 상품을 지급하였음.
나. 코로나로 인해 대면 만남 예측이 어려워 Zoom/대면 병행으로 진행하였음.
다. 과방 활성화를 위해 과방 혹은 타 학과처럼 학우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면 좋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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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TL 후기 이벤트 사업 진행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6.01~2022.06.24
나. 활동 목적

1) 추후 생명화학공학과 과목을 듣게 될 학우들을 위해 OTL 후기 이벤트를 진행함. 
2. 활동 내용

가. 약 10명의 학우들이 이벤트에 참여하였고, 경품으로 기픠콘을 받아감
나.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여 추후 사업 재개 시 참여율을 높힐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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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

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학과, 학번, e-mail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및 선정 시 장학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

O
미
동
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2022년    7 월     12 일

성명 :      유희철    

KAIST 학부 총학생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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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서

신 청 자

학부(과)명 항공우주공학과 학 번 20200410

성  명 유희철 e-mail yhc407@kaist.ac.kr

직  위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도약> 정책국장

주요 활동

(활동1) 체육 AU 이수요건 및 졸업학점 변동 사업 대응 (2022.03.23~2022.06.17)

이전 겨울학기에 합의된 “체육 AU 이수요건 및 졸업학점 변동”사업 내용의 실제 적용 이전

까지 발생하는 문의와 업무들을 필요에 따라 학교 관계부서 및 단체들과 협의하여 처리함.

(활동2) 체육시설운영위원회 참석 (2022.04.14) 

학우들을 위하여 교내체육시설의 개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체육시설운영 관련 안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체육시설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대리로 참석함.

(활동3) 예비군 훈련 버스 지원 사업 (2022.05.23~2022.06.17)

대학원총학생회와 함께 진행하는 예비군 훈련 버스 지원 사업에 관한 미팅에 참석함. 

(2022.05.23) 이후 관련 공지를 안내, 예비군 훈련 버스 추가 지원자들을 집계하는 작업 진행.

(활동4) P/NR 제도 피드백 인터뷰 참석 (2022.05.31) 

교학기획팀에서 주관하는 P/NR 제도 및 카일리지 제도의 내용과 이에 관련된 대학우 설문조

사 문항들을 위원장단과 함께 인터뷰에 참가하여 피드백함. 

(활동5) 코로나19 상시 대응 (2022.03.23~2022.04)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전까지 확진자 격리와 거리두기에 관련된 문의 처리

상기 본인은 간부장학생 신청자로서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로 기재함이 판명되었을 때 간부장학생 신청 및 선정의 무효·장학금 회수 

등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7 월   12 일

                                        

                                          지원자 :     유희철     

 학부 총학생회장 귀하

※ 직위는 간부장학금을 신청하는 직위로 기재하며(소속 + 직책), 2022년도 봄학기(2022.02.28.~2022.06.17) 중 해당 
직책을 수행하였어야 함.

※ 주요 활동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 활동별 번호를 붙여 작성함.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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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는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음. 

간부장학생 활동보고서

1 체육 AU 이수요건 및 졸업학점 변동 사업 대응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23~2022.06.17
나. 활동 목적

1) 학우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왔던 체육 AU 이수요건을 개선하는  “체육 
AU 이수요건 및 졸업학점 변동” 개선(안)에 대하여 최종 승인 이전까지 발생하는 문의를 포
함한 여러 업무들 대응

2. 활동 내용
가. 이전 겨울학기에 합의된 “체육 AU 이수요건 및 졸업학점 변동” 사업에 대해 최종 승인까지 

업무 진행
나. 적용 시기인 가을학기 이전까지 접수되는 학우들 및 동아리들의 문의를 학교 관계부서와 협

의하여 처리 
다. 필요 시 관련 내용들을 학우들에게 공지하여 혼란 및 문의 해소
라. 제도 변경과 사업 내용 관련하여 상시로 문의 처리

2 체육시설운영위원회 참석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4.14
나. 활동 목적:

1) 교내 체육 시설 개방에 관한 학우 및 체육 동아리들의 민원을 해결
2) 교내 학우들의 교내 체육 시설 이용을 위한 논의

2. 활동 내용
가. 4월 14일에 개최된 KAIST 체육시설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스포츠컴플렉스, 야외 운동장, 서

측 체육관 등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되었던 교내체육시설 개방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나. 이전까지 접수되었던 학우 및 체육 동아리들의 민원을 위원회에서 이야기하여 당시 줄어든 

코로나19 확산세와 거리두기 해제에 발맞추어 교내체육시설을 개방해야한다는 의견 전달.
다. 교내체육시설의 개방을 확정 및 일부 체육시설(수영장 및 스포츠컴플렉스 샤워실 등)에 한하

여 시설 개방 준비 기간을 갖고 5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하였음. 



【별표2】

- 3 -

3 예비군 훈련 버스 지원 사업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5.23~2022.06.17
  나. 활동 목적:

1)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야하는 교내 학우들을 위한 예비군 훈련 버스 지원

2. 활동 개요
  가. 예비군 훈련 버스 지원 사업 미팅에 참석하여 사업 진행 및 예산에 관련된 논의 진행
  나. 예비군 훈련 버스 지원 사업 및 신청 방법에 대한 공지를 이메일로 발송
  다. 추후 예비군 훈련 버스 추가 신청자들 집계하여 대학원총학생회에 전달

4 P/NR 제도 피드백 인터뷰 참석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5.31
  나. 활동 목적:

1) 교학기획팀에서 주관하는 P/NR(Pass/No Record) 및 카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국서 내 논
의하여 학교와 학우들의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지 피드백

2. 활동 내용
가. 교학기획팀에서 주관하는 P/NR(Pass/No Record) 및 카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국서 내 논의

를 거친 후 연구 조교님들께 피드백
나. 해당 제도에 대해서 추후 진행하게 될 대학우 설문조사 문항 확인 후 피드백 
다. 5월 31일 관련 인터뷰를 교학기획팀 연구조교님들과 진행 완료

5 코로나19 상시 대응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23~2022.04
  나. 활동 목적:

1) 학생 대다수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카이스트 특성 상 집단감염의 우려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2. 활동 내용
가. 코로나19 상황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지침 공지 및 거리두기에 관련된 학우들 문의 답변 
나. 학기 시작으로 인해 진행되는 행사(딸기 파티 등)에 대한 코로나19 교내 지침 확인 후 관련 

단체들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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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

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학과, 학번, e-mail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및 선정 시 장학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

O
미
동
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2022년    7월    13일

성명 : __구교민__ (서명 또는 인)

KAIST 학부 총학생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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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서

신 청 자

학부(과)명 기계공학과 학 번 20210031

성  명 구교민 e-mail minkkoo@kaist.ac.kr

직  위 KAIST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DB국장

주요 활동

태울석림제 행사 준비 및 운영 (2022.01.16. ~ 2022.06.17.)

비대면 프로그램팀의 팀장으로서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챗봇 등을 이용한 소통 및 실시간 진행형 비대면 프로그램의 준비를 맡

았습니다.

행사 당일, 프로그램 부스들을 운영하고 여러 비대면 프로그램들이 계획했던 

것처럼 동작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상기 본인은 간부장학생 신청자로서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로 기재함이 판명되었을 때 간부장학생 신청 및 선정의 무효·장학금 회수 

등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지원자 :    구교민     (인)

 학부 총학생회장 귀하

※ 직위는 간부장학금을 신청하는 직위로 기재하며(소속 + 직책), 2022년도 
봄학기(2022.02.28.~2022.06.17) 중 해당 직책을 수행하였어야 함.

※ 주요 활동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 활동별 번호를 붙여 작성함.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가 있을 때는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음. 

mailto:minkkoo@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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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장학생 활동보고서

1 태울석림제 행사 준비 및 운영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1.16~2022.06.17
나. 활동 목적

1) 카이스트의 학부생분들이 즐길 수 있는 태울석림제를 기획, 준비하여 일상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활동 내용
가. 비대면 프로그램 팀에서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함.

1) 챗봇을 이용해 이용자가 비대면 프로그램 팀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챗봇을 이용해 이용자가 축제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함.
3) 비대면 프로그램 팀에서 진행하는 계주 게임의 이용자 정보를 챗봇을 통해 전해받아 해당 게임의 

점수 가중치를 입력하여 순위를 집계하여 상품을 배분함.
4) 비대면 프로그램 팀에서 진행하는 보물찾기 이벤트의 이용자 정보를 챗봇을 통해 전해받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의 명단을 구하고 상품을 배분함.
5) 비대면 프로그램 팀에서 진행하는 계주 게임의 진행 도중 챗봇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에

게 힌트를 전달함.
6) 이벤트 진행 중에 발생하는 돌발 상황 등을 해결함.

  나. 대면 프로그램 팀에서 기획한 부스에서 실무를 진행함.
  다. 무대 팀에서 진행하는 막대 풍선 및 간식 거리의 나눔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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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

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학과, 학번, e-mail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및 선정 시 장학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

∨
미
동
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2022년     7월      13일

성명 : 김영서 (서명 또는 인)

KAIST 학부 총학생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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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서

신 청 자
학부(과)명 전기및전자공학부 학 번 20210123

성  명 김영서 e-mail godqhr3693@kaist.ac.kr

직  위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서기실장

주요 활동

활동1. 공문 작성 (상시)

   공문처리 사안(산하단체에서 오는 총학생회 승인 공문 및 비상대책위원회 

내부 업무와 관련된 공문)에 대해 양식에 맞춰 공문 작성 및 발송하였습니다.

활동2. 의결기구 논의록 작성 (상시) 

   의결기구 회의(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이후 서기 모집 및 

서기록 작성을 관리했습니다.

활동3. 학부총학생회 유튜브 관리 (상시)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유튜브 스트리밍 또는 영상 업로

드하고 썸네일 제작 및 타임 스탬프 관리 등으로 전 학우가 쉽게 회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활동4. 기층예산심의회의 보조 (2022.03.01~2022.03.08)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서류 검토 및 회의 보조하였

습니다.

활동5. 카이위키 문서 관리 (상시)

   카이위키 학부 총학생회 조직도 내 모든 기구의 문서 누락 여부 및 내용 

점검하였습니다.

활동6. 의결기구 회의 보조 (상시)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 보조

하였습니다.

상기 본인은 간부장학생 신청자로서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로 기재함이 판명되었을 때 간부장학생 신청 및 선정의 무효·장학금 회수 

등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지원자 :  김영서      (인)

 학부 총학생회장 귀하

※ 직위는 간부장학금을 신청하는 직위로 기재하며(소속 + 직책), 2022년도 
봄학기(2022.02.28.~2022.06.17) 중 해당 직책을 수행하였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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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활동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 활동별 번호를 붙여 작성함.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가 있을 때는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음. 

간부장학생 활동보고서

1 공문 작성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상시
나. 활동 목적

1) 서기실의 상시 업무 중 하나로 공문처리가 필요한 사안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였습니
다.

2. 활동 내용
가. 공문처리 사안에 대해 공문 양식을 활용하여 공문 작성 및 담당자에게 필요 서류들과 함께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나. 산하단체 또는 외부단체에서 필요한 학부총학생회의 승인 공문,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필

요한 자체 공문 등 공문의 종류에 따라 쉽게 사업 관련자 등을 알 수 있도록 공문 양식을 개
편하는 업무 또한 진행 중입니다. 

2 의결기구 논의록 작성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상시
나. 활동 목적

1) 사업의 목적성: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서기록 작성합니다.
2) 사업의 필요성: 논의들 및 의결 과정을 문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3) 사업의 공익성: 작성된 회의 서기록은 카이위키에 업로드되어 학부생 전체에게 공개됩니다.

2.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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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결기구 서기록을 작성하여 공유 드라이브에 보관합니다.
나. 의결기구 회의가 종료된 이후, 서기를 모집하여, 모집된 서기는 녹화된 회의 영상을 돌려 보
며 회의 때 진행되었던 논의 및 의결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다. 추후 대면으로 의결기구 회의가 진행된다면 회의 중 서기하는 방식 등으로 개편이 필요합니
다.

3 학부총학생회 유튜브 관리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상시
나. 활동 목적

1) 사업의 목적성 :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2) 사업의 필요성 및 공익성 :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KAIST 학우들에게 공
개될 의무가 있는 회의이기에 유튜브에 기록된 영상을 올립니다.

2. 활동 내용
가.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유튜브 스트리밍 또는 녹화 영상을 업로드하고 
이후 썸네일 제작 및 타임스탬프 제작 등 효과적으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작업합니다.

4 기층예산심의회의 보조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01~2022.03.08
나. 활동 목적

1)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의 전/중/후 업무를 보조합니다.

2. 활동 내용
가. 회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아라 및 카카오톡 소집공고, 카이위키 정리를 
진행하고, 각 학부/학과 학생회의 사업보고서, 사업계획서, 예산안 및 결산 등을 검토하여 효
과적인 회의를 위해 사전 질의를 하는 등 회의 준비 과정을 돕습니다.
나. 회의 중: 사전 검토한 학부/학과 학생회의 사업보고서, 사업계획서, 예산안 및 결산의 오
류를 각 학부/학과의 학생회장이 수정하면 이를 반영합니다.
다. 회의 후: 의결기구 출석 점수 등을 집계하여 기층예산심의회의 결과 산출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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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이위키 문서 관리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상시
나. 활동 목적

1) 사업의 목적성:　카이위키 학부 총학생회 조직도 내 기구별 문서(일부)의 결여 및 내용을 보
충하고 문서 전체의 통일성을 증진합니다.
2) 사업의 필요성: 이전에 작업하였던 카이위키 문서 점검 활동 이후로 지속적으로 카이위키 
학부 총학생회 조직도 내 기구별 문서 등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3) 사업의 공익성: 카이위키 학부 총학생회 조직도 내 기구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
습니다.

2. 활동 내용
가. 주기적으로 카이위키에 접속하여 일부 문서의 정보가 결여되어있는지, 통일성 없이 작성되
어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수정 및 보충합니다.

6 의결기구 회의 보조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상시
나. 활동 목적

1)　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기실이 회의 준비 및 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는 활
동입니다.

2. 활동 내용
가. 회의 전: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아라 및 카카오톡 소
집공고, 카이위키 정리, 안건지 틀 작성 등의 회의 준비 과정을 돕습니다.
나. 회의 중: 개회 폐회 성원 점검 및 의결 진행 때 재석 인원 확인과 의결 표 집계합니다.
다. 회의 후: 아라 결과공고, 카이위키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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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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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장학생 활동보고서

1 기획특임위원회 활동2022 KAMF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èêèèXê¥XèëµèêèèXê∂Xíë
나. 활동 목적

1) 가을학기에 진행될 행사를 효율적으로 기획하기 위해 특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써 활KAMF 
동함.

2. 활동 내용
가. 사업 진행 경과

행사 진행방식 결정 가수 섭외를 완료했습니다, .
무대 계약 가수 계약이 진행중에 있으며 봄학기 때부터 준비해온, , 
버스킹 무대 신청 부스 신청이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

나. 사업 결과 및 고찰
년만에 진행하는 대규모 대형 행사로 경험자 부족으로 인해 3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과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과거 담당자들에게 자문으로 구해 일을 지연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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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

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학과, 학번, e-mail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및 선정 시 장학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

O
미
동
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2022년     7월      12일

성명 : _____손용훈_____ (서명 또는 인)

KAIST 학부 총학생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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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서

신 청 자

학부(과)명 생명과학과 학 번 20200322

성  명 손용훈 e-mail
yonghoon0818@kaist.a

c.kr

직  위 부국장

주요 활동

(활동1) VOK 봄학기 수습국원 영상제작 (2022.03.15~2022.04.05)

(활동 내용 요약) 방송국의 새로운 일원이 된 수습국원들이 영상을 기획, 촬영, 

편집하여 완성하고, 영상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행

사입니다.

(활동2) VOK 봄학기 정규영상제작 (2022.04.26~2022.06.17)

(활동 내용 요약) VOK의 정국원들이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VOK 공식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하였습니다. 자유 주제의 정규영상 두 편과, 교

내 소식을 알려드리는 정규 뉴스 두 편을 제작하였습니다.

(활동3) VOK 봄학기 정규 라디오 (2022.03~2022.06)

(활동 내용 요약) VOK의 정국원들이 매주 점심라디오 4회, 저녁라디오 2회를 

진행하며 학우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기 본인은 간부장학생 신청자로서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로 기재함이 판명되었을 때 간부장학생 신청 및 선정의 무효·장학금 회수 

등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7월      12일

                                          

                                          지원자 :       손용훈      (인)

 학부 총학생회장 귀하

※ 직위는 간부장학금을 신청하는 직위로 기재하며(소속 + 직책), 2022년도 
봄학기(2022.02.28.~2022.06.17) 중 해당 직책을 수행하였어야 함.

※ 주요 활동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 활동별 번호를 붙여 작성함.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가 있을 때는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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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장학생 활동보고서

1 VOK 봄학기 수습국원 영상제작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15~2022.04.05
나. 활동 목적

1) 새롭게 방송국의 일원이 된 수습국원들에게 부서별(제작부, 기술부, 보도부, 아나운서부)로 
필요한 역량들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2) 수습국원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며 교육한 내용을 활용하고 체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활동 내용
가. 수습국원 리크루팅 기간 직후인 3/15부터 영상 제작을 시작하여 중간고사 기간 전 마지막 회의인 4/5

에 VOK의 모든 국원들이 제작된 5분가량의 영상 6편을 관람하는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나. 각 부서별로 필요한 역량들을 갖추기 위한 정국원들의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습국원들은 부서별로 

체득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교육받았으며, 교육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직접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수습국원들은 방송국원으로써의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정국원과 수습국원이 교류함으로써 방
송국 일원들의 단합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 VOK 정규영상제작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4.26~2022.06.17
나. 활동 목적

1) 정규영상을 통해 학우들과 VOK 사이의 교류 기회를 제공합니다.
2) 클립뉴스와 정규뉴스를 통해 학우들에게 교내의 사건을 알리고 소통하는 언론 매체의 역할

을 수행합니다.

2. 활동 내용
가. 제작부, 기술부, 아나운서부의 국원들이 팀을 이루어 자유 주제로 정규영상을 제작하였습니

다. (‘엑스트라’,‘뭐 먹을래?’ 두 편의 정규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나. 보도부 국원들은 봄학기 동안 교내의 소식을 다루는 클립뉴스 한 편(체육 교과목 이수요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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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정규뉴스(생활관 입소용 흉부 X-ray) 한 편을 제작하였습니다.
다. 제작한 영상들을 모두 VOK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업로드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학우 분들께서 VOK의 영상들을 접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
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을학기부터는 창의학습관 1층 로비에 있는 TV를 통해 VOK의 봄학기 
정규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VOK 봄학기 정규 라디오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2022.06.
나. 활동 목적

1) 라디오를 통해 교내 캠퍼스의 활기찬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2) 청취자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음으로써 학우들과 VOK 사이의 교류 기회를 제공합니다.

2. 활동 내용
가. 2022학년도 봄학기 동안 시험기간(2주)을 제외하고 매주 4번의 점심라디오, 2번의 저녁라디오를 진행

하였습니다. 점심라디오는 4개의 테마를 바탕으로 주제에 맞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였고, 저녁라디오
는 자유주제로 청취자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이를 읽고 송출하였습니다.

나. VOK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사연과 신청곡을 받았으며, 봄학기 동안 총 34개의 사연을 다루며 
학우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수습국원들은 정국원들이 진행하는 라디오를 참관하며, 라디오 송출 과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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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

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학과, 학번, e-mail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및 선정 시 장학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

미
동
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2022년     7월    12일

성명 : 문 시 은 (서명 또는 인)

KAIST 학부 총학생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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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서

신 청 자

학부(과)명 전기및전자공학부 학 번 20200222

성  명 문시은 e-mail moon2121@kaist.ac.kr

직  위 2022 KAIST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부위원장

주요 활동

(활동2) 2022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부위원장 (2022.01.01.~)

(활동 내용 요약) 2022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부위원장을 맡아 전반적인 자

치단체 운영(기획 회의 및 정기모임, 단체 내 국 관리)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

다.

(활동2) 2022 태울석림제 기획부단장 (2022.01.16~)

(활동 내용 요약) 2022 태울석림제 기획부단장을 맡아 1월 16일 첫 축제 기획

회의를 시작으로 총 14회의 기획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작성, 무대업체 미팅, 축제의 전반적인 진행상황 관리, 예산 집행 및 사무 처

리 등을 하였습니다. 5월 17일~18일 프로그램 부스, 버스킹 공연 부스 등 축제 

당일 실무를 하였으며, 이후 상품 지급과 결산 등 축제 사후처리를 진행하였

으며, 상반기 회계 감사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동3) 2022 학생문화제 기획부단장 (2022.05.23.~)

(활동 내용 요약) 2022 학생문화제 기획부단장을 맡아 5월 23일 첫 축제 기획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 방학 중 기획 회의를 진행 중이며, 전체적인 축제 컨셉 

기획 및 프로그램 부스, 캠퍼스 디자인, 포토존, 음식부스 및 연예인 섭외 등

을 진행 중입니다.

 

상기 본인은 간부장학생 신청자로서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로 기재함이 판명되었을 때 간부장학생 신청 및 선정의 무효·장학금 회수 

등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7월      12일

                                          

                                          지원자 : 문 시 은 (인)

 학부 총학생회장 귀하

mailto:moon2121@kaist.ac.kr


【별표2】

- 2 -

※ 직위는 간부장학금을 신청하는 직위로 기재하며(소속 + 직책), 2022년도 
봄학기(2022.02.28.~2022.06.17) 중 해당 직책을 수행하였어야 함.

※ 주요 활동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 활동별 번호를 붙여 작성함.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가 있을 때는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음. 

간부장학생 활동보고서

1 2022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부위원장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1.01. ~
나. 활동 목적

1) 학교 내 행사를 주관하는 자치단체로, 원활하게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단체를 
운영한다.

2. 활동 내용
2022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부위원장을 맡아 전반적인 자치단체 운영(기획 회의 및 정기모

임, 단체 내 국 관리)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 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컨택하고 있습니다.

2 2022 태울석림제 기획부단장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1.16. ~
나. 활동 목적

1) 학교 구성원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COVID 19로 인해 누적된 카이스트 학우들의 피로를 해
소하기 위한 창구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함

2. 활동 내용
2022 태울석림제 기획부단장을 맡아 1월 16일 첫 축제 기획회의를 시작으로 총 14회의 기획 회

의를 진행하였으며,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작성, 무대업체 미팅, 축제의 전반적인 진행상황 관리, 

예산 집행 및 사무 처리 등을 하였습니다. 5월 17일~18일 프로그램 부스, 버스킹 공연 부스 등 

축제 당일 실무를 하였으며, 이후 다음 축제 진행에 필요한 피드백 회의, 프로그램 부스 참여자 

및 버스킹 참가자 상품 지급과 결산 등 축제 사후처리를 진행하였으며, 상반기 회계 감사를 남

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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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학생문화제 기획부단장

3.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5.23. ~
나. 활동 목적

1) COVID 19 이후 진행되는 첫 완전대면 축제로, 전야제, 연예인 공연 및 동아리 공연, 동아리 
자체 부스, 프로그램 부스 등을 기획하여 학교 구성원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활기찬 캠퍼스 
문화를 조성한다.

4. 활동 내용
2022 학생문화제 기획부단장을 맡아 5월 23일 첫 축제 기획회의를 시작으로 현재 방학 중 기획 

회의를 진행 중이며, 전체적인 축제 컨셉 기획 및 프로그램 부스, 캠퍼스 디자인, 포토존, 음식

부스 및 연예인 섭외 등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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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

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학과, 학번, e-mail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및 선정 시 장학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

O
미
동
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2022년   07  월   13 일

성명 : ____오도훈___ (서명 또는 인)

KAIST 학부 총학생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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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서

신 청 자

학부(과)명 물리학과 학 번 20210374

성  명 오도훈 e-mail odhri@kaist.ac.kr

직  위 총무

주요 활동

(활동1) VOK 봄학기 수습국원 영상제작 (2022.03.15~2022.04.05)

(활동 내용 요약) 2022년 봄학기에 선발된 VOK 수습국원들이 방송국에 들

어와 기획, 촬영과 편집 등 방송국에서 필수적인 업무인 영상 제작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내부행사입니다.

(활동2) VOK 정규영상제작 (2022.04.26~2022.06.17)

(활동 내용 요약) VOK 정국원들이 영상을 제작하여 VOK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자유주제로 만든 정규영상 

두 편과 학우 여러분에게 교내 소식을 알려드리는 뉴스 두 편을 제작하였습니

다.

(활동3) VOK 봄학기 정규 라디오 (2022.03~2022.06)

(활동 내용 요약) 봄학기동안 시험기간을 제외하고 매주 점심라디오 4회, 저녁

라디오 2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상기 본인은 간부장학생 신청자로서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로 기재함이 판명되었을 때 간부장학생 신청 및 선정의 무효·장학금 회수 

등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7 월   13 일

                                          

                                          지원자 :     오도훈     (인)

 학부 총학생회장 귀하

※ 직위는 간부장학금을 신청하는 직위로 기재하며(소속 + 직책), 2022년도 
봄학기(2022.02.28.~2022.06.17) 중 해당 직책을 수행하였어야 함.

※ 주요 활동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 활동별 번호를 붙여 작성함.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가 있을 때는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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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장학생 활동보고서

1 VOK 봄학기 수습국원 영상제작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15~2022.04.05
나. 활동 목적

1) 2022학년도 봄학기 새롭게 선발된 수습국원들에게 각 부서별로 필요한 역량(촬영, 편집, 아
나운싱 등)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2) VOK 수습국원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해보며 보도부, 아나운서부의 경우 아나운싱과 기본 발
성법, 제작부, 기술부, 보도부에 대하여 영상의 기획, 촬영, 편집에 관한 내용을 습득합니다.

2. 활동 내용
가. 수습국원 선발 기간 직후인 3/15 부터 영상 제작을 시작했으며, 중간고사 기간 전 마지막 회

의인 4/5에 수습국원들이 만든 5분가량의 영상 6편을 상영하는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수습국
원들은 이 활동을 통해 각 부서별로 갖춰야할 역량,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VOK 정규영상제작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4.26~2022.06.17
나. 활동 목적

1) VOK 정국원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여 VOK 공식 유튜브채널, 인스타그램 등에 업로드합니
다.

2) 정규영상을 통해 본 방송국과 학생들의 교류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정규뉴스와 클립뉴스를 통해 교내 소식에 대해 학우분들에게 전달하는 본원 언론 매체로써

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2. 활동 내용
가. 제작부, 기술부, 아나운서부 국원들은 자유주제의 정규영상을 제작하며 보도부 국원들은 뉴스를 제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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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2학년도 봄학기에는 정규영상 두 편(엑스트라,뭐 먹을래?), 클립뉴스 한 편(체육 교과목 이수요건 
개선), 정규뉴스 한 편(생활관 입소용 흉부 X-ray)을 제작하였습니다.

다. 제작한 영상은 VOK 공식 유튜브채널, 인스타그램을 통해 업로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우분들께서 
자유롭게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을학기가 시작되면 보다 많은 학우분들께서 영상을 접
하실 수 있도록 창의학습관 1층 로비에 있는 TV를 통해 VOK 정규영상을 상영합니다.

3  VOK 봄학기 정규 라디오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2022.06.
나. 활동 목적

1) VOK 정규 라디오는 교내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드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학우분들의 각종 사연, 신청곡을 통해 학우분들 사이의 교류 기회를 

제공합니다.

2. 활동 내용
가. 2022학년도 봄학기 동안 시험기간(2주)을 제외하고 매주 점심라디오 4회, 저녁라디오 2회를 진행하였

습니다. 점심라디오는 내부 회의를 거쳐 정해진 4개의 테마를 바탕으로 주제에 맞는 라디오 방송을 진
행하였고, 저녁라디오는 청취자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아 이를 송출하였습니다.

나. 2022학년도 봄학기동안 VOK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사연과 신청곡을 받았으며, 34개의 사연을 
라디오를 통해 송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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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

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학과, 학번, e-mail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및 선정 시 장학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

미
동
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2022년  07월  13일

성명 : __심형주__ (서명 또는 인)

KAIST 학부 총학생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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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서

신 청 자

학부(과)명 전산학부 학 번 20200359

성  명 심형주 e-mail adlet@kaist.ac.kr

직  위 학부 총학생회 감사원 감사원장

주요 활동

총학생회 감사원 감사 활동 (2022.02.28~2022.06.17)
감사위원으로써 총학생회 산하 기구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본교 학생 누구라도 감사원을 통해 감사, 직무 감찰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정기 감사 이외에도 불시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간부장학생 신청자로서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로 기재함이 판명되었을 때 간부장학생 신청 및 선정의 무효·장학금 회수 

등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07월  13일

                                          

                                          지원자 :    심형주    (인)

 학부 총학생회장 귀하

※ 직위는 간부장학금을 신청하는 직위로 기재하며(소속 + 직책), 2022년도 
봄학기(2022.02.28.~2022.06.17) 중 해당 직책을 수행하였어야 함.

※ 주요 활동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 활동별 번호를 붙여 작성함.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가 있을 때는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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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장학생 활동보고서

1 총학생회 감사원 감사 활동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2.28~2022.06.17
나. 활동 목적

1) 총학생회 및 총학생회의 산하기구의 민주적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사 업무 
2) 총학생회 감사원 전반적 운영 및 보고 활동

2. 활동 내용
감사위원으로써 총학생회 산하 기구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각 산하 기구들로부터 예산안, 결산안, 증빙자료들을 받아서 검토하며 회계 집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
었는가를 감사원의 회칙대로 판단 및 점수를 산정하여 각 기구들에게 피드백을 전달하였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의 업무를 하기 위해 전임 감사원장으로부터 전반적인 감사원 운영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
았고, 감사위원들의 전반적인 감사 업무 배분 및 관리를 수행했습니다.

사전에 제공된 회계 매뉴얼대로 총학생회 및 총학생회의 산하기구들의 회계가 투명하게 잘 운영되었는지
에 대한 지표를 점수 및 세부 사항으로 피드백을 줌으로써 지속적인 투명한 회계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기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상시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을 위한 제도적 구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교 학생 누구라도 감사원을 통해 감사, 직무 감찰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정기 감사 
이외에도 불시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느꼈고, 현재 감사 시스템
을 구상중에 있고, 가을 학기에 실행하고자 현재 총학생회와 논의 중입니다.

https://student.kaist.ac.kr/wiki/%ED%95%99%EB%B6%80%EC%B4%9D%ED%95%99%EC%83%9D%E
D%9A%8C:2022_%EC%A0%9C1%EC%B0%A8_%EC%A0%84%EC%B2%B4%ED%95%99%EC%83%9D%EB
%8C%80%ED%91%9C%EC%9E%90%ED%9A%8C%EC%9D%98/%EC%95%88%EA%B1%B4%EC%A7%80
/%EB%B3%B4%EA%B3%A0%EC%95%88%EA%B1%B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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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장학생 활동보고서

1 장영신학생회관 및 태울관 미래홀 유지보수관리 총괄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2.28. ~ 2022.06.17
나. 활동 목적 학생들이 장영신 학생회관의 각 시설 및 태울관 미래홀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한다.

2. 활동 내용
가. 관련 회칙 수정

코로나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책 코로나 대응팀 사전 허가서 행사 신고서 제도 주1) : , , 
기적인 방역 용품 비치 등 안전한 신학관 사용을 위한 정책 운영

보증금 제도 폐지 학생들의 예약을 번거롭게 하고 관리가 어려운 보증금 제도를 없2) : 
애고 기존의 보증금을 모두 환급함.

미래홀 및 울림홀 상시개방제도 폐지 기존의 상시개방제도 운영 당시 무단 음주 기3) : , 
물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중요 장비가 구비된 미래홀과 울림홀에 대해 예약을 통해
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용도실 책다방 관련 회칙 삭제 더 이상 학생문화공간위원회에서 관리하지 않게 된 4) / : 
두 시설에 대한 회칙을 삭제함.

근로 회칙 수정 근로장학생 대신 전문관리인력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관련된 회칙을 5) : 
추가함.

나. 공연집중기간 운영 동아리 및 단체의 예약이 몰리는 중간고사 이후부터 월까지의 기간 동: 5
안 추첨을 통해 예약을 미리 배정하고 단체 간 시간 조율을 중개하여 각 단체의 행사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함.

다. 상시 업무 장영신 학생회관 내 피아노실 개인연습실 합주실 무예실 울림홀 세미나실 창: , , , , , , 
작공방 그리고 태울관 미래홀에 대한 관리와 예약을 담당함, .

2 공간 조사 사업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현재: 2022.04. ~ 
나. 활동 목적 코로나 기간 동안 운영되지 않은 장영신 학생회관과 미래홀의 시설을 점검하고 수: 

리하여 본격적인 대면 활동이 시작되는 올해에 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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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 내용
가. 시설 점검 팀별로 각 공간에서 수리나 청소가 필요한 부분 비품 구비가 필요한 부분 등을 : , 

점검함.
나. 장영신학생회관 및 미래홀 전체 청소
다. 학생지원팀과 시설팀에 공문을 작성하여 수리 및 비품 구입 요청
라. 시설 점검 및 수리 내역

미래홀 마이크 스탠드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 아웃풋 시계 믹서 부분 고장 무대 아래 1) : , , , , , 
배선 고장 교내 학생지원팀 시설팀 미디어팀과 협의하여 수리 중/ , , 

울림홀 천장 누수로 인한 벽지 훼손 옥상 방수 공사 이후 벽지 수리 예정2) : /
세미나실 빔프로젝터 커텐 고장 화이트보드 수리 및 관련 비품 부재 필요 부품 구비함3) : , , /
합주실 다용도실 문고리 고장 도어락으로 교체4) / : /
오픈스페이스 모임터 사석화 물품 정리 게시 기간 지난 포스터 정리5) : , 

3 홈페이지 리뉴얼 프로젝트 참여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현재: 2022.05.23. ~ 
나. 활동 목적

1)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주년을 맞이하여 고칠 부분이 많고 사용하기 불편한 학생문화공간위10
원회 예약 사이트를 새로 제작하여 학생들이 예약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위에 , 
대한 관심을 제고함.

2. 활동 내용
가. 홈페이지 백엔드 개발자로 참여하여 예약관리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성
나. 홈페이지 개편 계획 디자인 페이지 구성 공간위 소개 예약 공지사항 문의 추가 기능: , ( , , , ), 
다. 홈페이지 리모델링 홍보 및 이스터에그 행사 계획

4 전문관리인력 제도 운영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4.11. ~ 2022.05.
나. 활동 목적 근로장학생의 배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더 나은 운영과 관리를 위해 : 

각 단체별로 전문관리인력을 양성하여 직접 장비를 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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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 내용
가. 전문관리인력 교육자 선발 음향 조명 영상 장비를 다룰 수 있는 학생을 교내에서 모집하여 : , , 

교육에 투입하고 사용 가이드를 작성토록 함, 
나. 전문관리인력 교육 공연집중기간이 시작되기 전 일간 각 단체의 인원들에 대해 교육: 3
다. 미래홀 울림홀 가이드 배포 교육자로부터 미래홀과 울림홀의 영상 음향 조명 장비 사용 가/ : , , 

이드를 작성받아 동연을 통해 각 단체에 배포
라. 보수 지급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예산 추가 경정을 통해 교육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함: .
마. 관리국 인원 교육 급박한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리국 인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함: .

5 신학관 방탈출 행사 운영‘ X ’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겨울방학 : 2022. ~ 2022.03.00
나. 활동 목적

1) 장영신 학생회관 및 학생문화공간위원회에 대한 관심 고취
2) 코로나를 겪으며 학교에 제대로 와보지 못한 학번들에게 장영신학생회관의 시설과 예20, 21

약 방법 공간위를 소개, 

2. 활동 내용
가. 행사의 전반적인 기획 행사 방식 결정 스토리라인 작성 문제 제작 시뮬레이션 참가 신청: , , , , 

서 제작 및 인원 관리 규칙 정리 게임 제작 상품 결정, , , 
나. 행사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부착: 

6 참여e-Sports center TF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현재: 2022.04.03. ~ 
나. 활동 목적 학생들의 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를 설립하고: e-Sports KAIST e-Sports center , 

관리해나감.

2. 활동 내용
가. 비품 구입 계획서 작성
나. 교내 법무팀과의 상담을 통한 회계 방식 계획
다. 스피드 게이트 시스템 에어컨 등 시설 관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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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

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학과, 학번, e-mail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및 선정 시 장학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

√
미
동
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2022년 7월 14일

성명 : 진 제 호 (서명 또는 인)

KAIST 학부 총학생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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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서

신 청 자

학부(과)명 신소재공학과 학 번 20170840

성  명 진제호 e-mail
jehojin1999@kaist.ac.k

r

직  위 KAIST 학부 총학생회 국제업무팀장

주요 활동

(활동1) 학부 총학생회 국제교류팀장 역임 및 국제교류 지원 (2022.03.23.~현재)

 현 KAIST 학부 총학생회 국제교류팀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교환학생, 파견학

생 등 국제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원활한 학업 성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

획 및 추진함.

 

(활동2) 학부 총학생회 기타 업무 지원 (2022.03.23.~현재)

 또한, 전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장단 

및 학부 총학생회의 타부원을 도움으로써 학부 총학생회의 발전을 이바지하고 

있음.

상기 본인은 간부장학생 신청자로서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로 기재함이 판명되었을 때 간부장학생 신청 및 선정의 무효·장학금 회수 

등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지원자 : 진 제 호 (인) 

 학부 총학생회장 귀하

※ 직위는 간부장학금을 신청하는 직위로 기재하며(소속 + 직책), 2022년도 
봄학기(2022.02.28.~2022.06.17) 중 해당 직책을 수행하였어야 함.

※ 주요 활동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 활동별 번호를 붙여 작성함.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가 있을 때는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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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장학생 활동보고서

1 활동1 학부 총학생회 국제교류팀장 역임 및 국제교류 지원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23.~2022.06.17.
나. 활동 목적

1) 해외에서 KAIST로 파견 및 교환 오는 국제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생활 및 학업 성취를 위한 
다양한 업무 활동을 기획 및 추진을 위함.

2. 활동 내용
- 해외 출신 국제학생들과 한국 학생들과의 언어 및 문화 교류를 위하여, 일대일 혹은 이대이로 학생들을 
매칭하고,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 활동을 기획하였으며, 현재 추진 과정에 있음.

- 새내기 학부생을 대상으로, 후기 입학 국제학생들과 전기 입학 학생들의 친목 교류를 위하여, 한국의 전
통 문화를 체험하고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는 체험학습을 기획하였으며, 현재 추진 과정에 있음.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 사항을 보며, 계속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으며 추진에 난항을 겪기
도 함.

2 활동2 학부 총학생회 기타 업무 지원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23.~2022.06.17.
나. 활동 목적

1) 학부 총학생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다양한 업무 활동을 지원 및 자문함.

2. 활동 내용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및 회의로 인한 비연속적인 학생회 업무를 원활할 수 있게 자문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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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

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학과, 학번, e-mail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및 선정 시 장학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

◯
미
동
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2022년    07 월    12일

성명 : __장민주___ (서명 또는 인)

KAIST 학부 총학생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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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서

신 청 자

학부(과)명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 번 20210555

성  명 장민주 e-mail minjujang@kaist.ac.kr

직  위 새내기학생회 디자인 국장

주요 활동

(활동1) 새내기학생회 관련 공지 카드뉴스 제작 및 검수 감독 

(2022.03.03~2022.06.01)

(활동 내용 요약) 새내기학생회 관련 홍보 목적 카드뉴스 제작 및 검수

(활동2) 새내기학생회 신입 디자인 국원 카드뉴스 제작 교육

(2022.03.03~2022.06.17)

(활동 내용 요약) 신입 디자인국원의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새내기학생회 단실

에서 신입국원을 한명씩 불러 카드뉴스를 공동 제작

상기 본인은 간부장학생 신청자로서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로 기재함이 판명되었을 때 간부장학생 신청 및 선정의 무효·장학금 회수 

등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07월    12일  

                                          지원자 :  장민주     (인)

 학부 총학생회장 귀하

mailto:minjujang@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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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는 간부장학금을 신청하는 직위로 기재하며(소속 + 직책), 2022년도 
봄학기(2022.02.28.~2022.06.17) 중 해당 직책을 수행하였어야 함.

※ 주요 활동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 활동별 번호를 붙여 작성함.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가 있을 때는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음. 

간부장학생 활동보고서

1 활동1 새내기학생회 관련 공지 카드뉴스 제작 및 검수 감독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03~2022.06.01
나. 활동 목적

1) 새내기학생회 집행부원 모집과 같은 공지사항 안내와 새내기학생회에서 기획한 사업홍보

2. 활동 내용
가. 세부 사업 내역

(활동1-1) 새내기학생회 리크루팅 카드뉴스제작 (2022.03.03~2022.03.05)

새내기학생회 신입집행부원 모집을 위한 공지 카드뉴스 제작 및 D-1 알림 카드뉴스 

추가 제작 

(활동1-2) 새내기학생회 2022학년도 짝선 짝후 사업 카드뉴스 제작 

(2022.03.27~2022.03.29)

(활동 내용 요약) 

새내기학생회 2022학년도 짝선 짝후 사업을 홍보를 위한 공지 카드뉴스 제작

(활동1-3) 새내기학생회 2022학년도 새내기 체육대회 사업 카드뉴스 제작 검수

(2022.05.01~2022.05.03)

(활동 내용 요약) 

새내기체육대회 사업을 홍보를 위한 공지 카드뉴스 제작과정을 신입국원 옆에서 

 

(활동1-4) 새내기학생회 2022학년도 상근업무 재개 공지 카드뉴스 제작감독

(2022.05.05~2022.05.08)

중간고사 기간 이후 상근업무 재개 공지를 위한 카드뉴스 제작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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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2 새내기학생회 신입 디자인 국원 카드뉴스 제작 교육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03~2022.06.17
나. 활동 목적

1) 신입 디자인 국원의 디자인 능력 함양

2. 활동 내용
가. 사업 진행 경과

새내기체육대회, 새내기학생회 상근재개 관련 카드뉴스를 신입 디자인 국원과 함께 제작함

  나. 예측 사업 진행 결과 
디자인 능력 함양 및 카드뉴스 제작을 개인의 자율에 맡겨 개인 간 능력 편차가 달랐던 문제점 
해결 및 디자인국원 디자인 능력의 전반적인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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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자 제공 동의서 3

학부 총학생회는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자의 KAIST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제 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 3 . ∙
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 �� 	
� �

항목 수집 이용 목적∙ 보유 이용기간∙

이름 학과 학번, , , e-mail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부 간부장학생 . ※ ∙
추천 및 선정 시 장학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

O
미
동
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

년   월  일2022 7 12 

성명 김승재 서명 또는 인: _ _ ( )

학부 총학생회 귀중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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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서

� � �

����( ) 전산학부 � � 20210117

�  � 김승재 e-mail kimseung@kaist.ac.kr

�  �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 ��

활동( 1)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방탈출 (2021.10~2022.3.10)
비대면 환경에서 신입생에게 장영신학생회관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방탈출을 기획 및 시행함.
활동( 2) 다시 공간으로,  (2022.04.28~)

포스트 코로나 의 일환으로 년 넘게 이용되지 않았던 장영신학생회관 내부 19 2
공간의 전체적인 점검 및 개선을 진행 중에 있으며 모든 공간에 대해 긴급 조, 
치를 완료하였고 미래홀의 대대적 보완공사 울림홀 천장의 수리 등을 진행함, .
활동 카이스트 이스포츠 센터 ( 3) (2021.10.15~)

교내 독립된 단체 문화 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측과 협의하여 
를 즐길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 설립 확정 e-Sports , 

이후 실무적 단계를 토의하고 있음.

상기 본인은 간부장학생 신청자로서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로 기재함이 판명되었을 때 간부장학생 신청 및 선정의 무효 장학금 회수 ·

등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2022 7 12 

                                          

지원자                                           : 김승재   인 ( )

�� ����� �� 

직위는 간부장학금을 신청하는 직위로 기재하며소속 직책 년도 ( + ), 2022※ 
봄학기 중 해당 직책을 수행하였어야 함(2022.02.28.~2022.06.17) .

주요 활동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 활동별 번호를 붙여 작성함, . ※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가 있을 때는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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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장학생 활동보고서

1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방탈출

1. �� ��

가. 활동 기간: 2021.10~2022.3.10
나. 활동 목적

1) 장영신학생회관 및 학생문화공간위원회의 홍보
2) 학우 간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만남의 장 개설
3) 교내 역사 및 시설에 대한 이해

2. �� ��

가. 사업 진행 경과
행사 진행 준비 (2021.10~2022.03.06)
방탈출 진행 및 순위 결정 (2022.03.07~2022.03.10)
우승자 공지 및 상품 배부 (2022.03.10~2022.04.13)

나. 세부 사업 내용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더타운에 장영신학생회관의 모형을 만들고 이야기를 제작하, 
여 연결함으로서 학우가 자연스럽게 장영신학생회관의 구조를 학습할 수 있게 설계함 이와 . 
더불어 랜덤 조를 선택한 경우 새로운 사람들끼리 방탈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 
협동심 발휘 및 친근감 형성을 도움. 

다. 사업 결과 및 고찰
총 팀이 참여하였으며 행사 참여자 외에도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및 장영신학생회관의 홍보21
를 성공적으로 진행함 이는 코로나 로 인해 쉽지 않았던 대학우 홍보 상황에서 준수한 성적. 19
이라고 판단됨.

2 다시 공간으로, 

1. �� ��

가. 활동 기간: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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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목적
1)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공간 내부 문제 파악
2) 다량의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
3)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의 근본적 해결

2. �� ��

가. 사업 진행 경과
합주실 울림홀 미래홀을 제외한 모든 공간의 수리를 마쳤으며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현재 , , , 
학생지원팀과 협의 중이거나 수리 중에 있음.

나. 세부 사업 내용
1. 피아노실의 고장난 피아노에 대한 수리 및 피아노 조율 완료
2. 개인연습실 및 피아노실의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완료
3. 미래홀 및 울림홀의 이용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4. 합주실 드럼의 깨진 심벌즈 교체 완료
5. 미래홀 리모델링 공사 문의 후 진행 중 월 이전 완료 예상, 8
6. 울림홀 천장 수리 진행 중
7. 합주실을 이용하는 밴드와 공동으로 개선해야 할 시설을 점검 해당 목록 학생지원팀 전달 및 방음 ,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 문의

다. 사업 결과 및 고찰
장영신학생회관 내부 공간에 대한 수리 요청이 급감하였고 문제의 보고 건수가 거의 사라짐, . 
현재 일부 밴드가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가동아리로 전환되었고 이들 밴드의 지속적인 합주, 
실 이용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선제적 개선이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임.

3 카이스트 이스포츠 센터

1. �� ��

가. 활동 기간: 2021.10.15~
나. 활동 목적

1) 특정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의 부족 문제 해소
2) 교내 올바른 이스포츠 문화 정착
3) 다목적 공간 확보를 통해 수가 적어 무시되어왔던 기타 활동 지원

2. �� ��

가. 사업 진행 경과
현재 학생지원팀과의 공문 작성을 비롯한 원론적인 협의는 완료하였으나 복지위원회를 비롯
한 다른 단계에서 지속적인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해당 부분 지속적으로 협상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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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사업 내용
교내 학생회관 건물 구 학생복지위원회 당구장 공간에 인테리어를 개선하고 인터넷 공N11 , 
사 등 기반시설 재정비를 진행한 뒤 컴퓨터 대 규모의 카이스트 이스포츠 센터를 설립할 20
계획임 해당 사업은 학생문화공간위원회가 기존에 진행하던 책다방 카페가 학교 측의 사정. ‘ ’ 
으로 해당 공간의 북카페 전환으로 중단되어 새로 시작하는 사업임.

다. 사업 결과 및 고찰
예산 배정 후 바로 설립 과정을 밟을 수 있으나 학생생활처의 학생 사업 관련 정책 변화와 , 
예상할 수 없는 코로나 로 인한 미래 복지위원회에서 나온 지적에 관한 기술적 해결 방법 19 , 
차이를 비롯한 여러 변수로 인하여 설립이 당초 목표한 여름에서 장기간 미뤄지고 있는 2022 
상황임 이에 대한 신속한 상황 해결 지속적인 지연으로 인한 인력 및 자원 낭비가 더 이상 . , 
생기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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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

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학과, 학번, e-mail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부 간부장학생 

추천 및 선정 시 장학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

미
동
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2022년     월      일

성명 : 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KAIST 학부 총학생회 귀중

O

ㅋ 13

최준열 却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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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간부장학생 신청서

신 청 자

학부(과)명 물리학과 학 번 20200793

성  명 최준열 e-mail junyeol@kaist.ac.kr

직  위 집행지원실장

주요 활동

(활동1) 위원장단 및 타 국서 업무 지원 (2022.03.19.~2022.06.17.)

위원장단 및 타 국서에서 요청한 업무 처리

(활동2) 업무 모니터링 (2022.03.19.~2022.06.17.)

타 국서가 기록한 기록물 주기적으로 확인

(활동3) 회의 진행 (2022.03.19.~2022.06.17)

국장단 회의 및 전체회의 진행

(활동4) 위원 및 명단 관리 (2022.03.19.~2022.06.17)

내부 구성원 인적사항 기록 및 정리

(활동5) 내부 자치규칙 제정 (2022.05.10.~2022.06.17)

중앙집행위원회 내부 자치규칙 제정

(활동6) 봄학기 리크루팅 (2022.04.01~2022.06.17)

정기 및 상시 리크루팅 진행 및 국서 배정

상기 본인은 간부장학생 신청자로서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로 기재함이 판명되었을 때 간부장학생 신청 및 선정의 무효·장학금 회수 

등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07월     13일

                                          

                                          지원자 :             (인)

 학부 총학생회장 귀하

※ 직위는 간부장학금을 신청하는 직위로 기재하며(소속 + 직책), 2022년도 
봄학기(2022.02.28.~2022.06.17) 중 해당 직책을 수행하였어야 함.

※ 주요 활동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 활동별 번호를 붙여 작성함.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가 있을 때는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음. 

却玧 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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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장학생 활동보고서

1 위원장단 및 타 국서 업무 지원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19~2022.06.17
나. 활동 목적

1) 위원장단, 타 국서에서 진행되는 업무 중에서 공지 작성 및 검토, 메일 발송과 같은 행정 업
무를 집행지원실에서 분담하여 진행함.

2. 활동 내용
가. 학부 총학생회 산하단체 공식 이메일 명단 정리 및 관리
나. 역대 학부 총학생회 드라이브 문서 개인정보 처리

2 업무 모니터링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19~2022.06.17
나. 활동 목적

1) 국서의 업무를 기록하는 모니터링 시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국서의 업무 기록이 잘 되고 
있는지, 업무가 시간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2. 활동 내용
가. 매주 국장단 회의 전 위원장단 및 9개 국서의 업무 기록 시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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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 진행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19.~2022.06.17
나. 활동 목적

1) 매주 각 국서의 업무 보고를 위해 진행되는 국장단 회의 및 격주마다 진행되는 전체회의 
진행 및 관리.

2. 활동 내용
가. 회의 진행 및 회의록 작성 및 관리

4 위원 및 명단 관리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3.19~2022.06.17
나. 활동 목적

1) 내부 구성원 인적사항, 활동기간 등을 기록 및 관리를 위해 업무를 진행함.

2. 활동 내용
가. 학부 총학생회 활동 위원 명단 제작 및 관리

5 내부 자치규칙 제정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5.10~2022.06.17
나. 활동 목적

1) 비상대책위원회에 내부 규칙을 제정을 위해 업무를 진행함. 국장단 및 전체 회의, 상근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명문화.

2. 활동 내용
가. 내부 자치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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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봄학기 리크루팅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2.04.01~2022.06.17
나. 활동 목적

1) 봄학기 정기 및 상시 리크루팅 업무를 위해 진행함.

2. 활동 내용
가. 지원 메일 정리, 기록 및 면접 업무 진행
나. 국서 배정 및 안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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