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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사업�번호 사업명 사업�진행�시기 담당자

1 NewAra 2022.02.28�~�2022.05.30 윤지수
2 OTL�Plus 2022.02.28�~�2022.05.30 한승현
3 Wheel 2022.02.28�~�2022.05.30 박지호
4 스비서 2022.02.28�~�2022.05.30 김지연
5 거울 2022.02.28�~�2022.05.30 박지호
6 Taxi 2022.02.28�~�2022.05.30 김건
7 ID�CARD 2022.02.28�~�2022.05.30 박지호
8 학부�총학생회�홈페이지�개발 2022.02.28�~�2022.05.30 오승빈
9 리크루팅 2022.02.24�~�2022.03.07 오승빈
10 신입생�세미나 2022.03.08�~�2022.05.30 오승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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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1. 사업�개요

1)�사업�방식 NewAra�서비스�개발�및�운영

2)�사업�준비�기간 2022.02.28�~�2022.05.30

3)�사업�일시 2022.02.28�~�2022.05.30

4)�소요�예산 160,000원

5)�담당�부서/담당자 윤지수

2. 사업�추진�목적

NewAra는�KAIST�구성원의�원활한�정보�공유를�위해�SPARCS에서�제공하는�공용

게시판�서비스(BBS)로,�일일�평균�이용자가�900명에�달하는�SPARCS의�대표

서비스입니다.�2020년�하반기�리뉴얼�프로젝트가�완료된�이후에도�서비스�고도화�작업을

계속�이어나가려고�합니다.

3. 사업�계획

1) 사업�수혜�대상자

일일�평균�900명에�달하는�카이스트�학우들께서�서비스를�활발히�이용하고�계십니다.

2) 세부�사업�내용

Flutter를 이용한 iOS/안드로이드용 NewAra 앱 개발을 시작할예정입니다. 또한 겨울방학

때부터 학교측과 협의를 진행해오며 준비한 카이스트 신문고의 개발을 시작해 이번 학기

중으로�서비스할�예정입니다.

4. 사업�예상�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2.02.28�~�2022.05.30 NewAra�서비스�개발�및�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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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5. 사업�예산

출처 항목명 전년도�결산(원) 예산(원) 비고

본회계 NewAra 73,300 160,000
본회계 NewAra�소통�게시판 - 0 항목�신설.

홍보팀에서
회식비�지원
예정

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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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1. 사업�개요

1)�사업�방식 OTL Plus 서비스 개발 및 운영, OTL 모바일 앱 개발

(iOS/안드로이드)

2)�사업�준비�기간 2022.02.28�~�2022.05.30

3)�사업�일시 2022.02.28�~�2022.05.30

4)�소요�예산 160,000원

5)�담당�부서/담당자 한승현

2. 사업�추진�목적

OTL Plus는 교내 학생들이 모의 시간표를 작성하고 수강 후기를 기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기능�추가�및�서비스�개선을�위해�다양한�개발을�진행할�예정입니다.

3. 사업�계획

1) 사업�수혜�대상자

봄학기, 여름학기 개설과목들의 과목후기를 확인하고 시간표를 짜려고 하는 모든 학우

분들이�서비스를�활발하게�이용할�것입니다.

2) 세부�사업�내용

지난 학기에 이어 졸업사정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합니다. 졸업사정 프로젝트는과목사전,

모의시간표에 이은 OTL의 세 번째 서비스로, 학기별로 과목을 배치하고 졸업까지 필요한

학점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각자의 전공, 입학 연도, 상호인정 여부 등을 자유롭게

설정하거나�여러�졸업�요건을�비교해볼�수�있습니다.

서브 프로젝트로 과목사전과 과목후기에 대한 개선도 진행할 예정이며, Flutter로 개발

중인�OTL�앱에도�앱의�장점을�살린�알림이나�위젯�기능을�추가할�예정입니다.

4. 사업�예상�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2.02.28�~�2022.05.30 OTL�Plus�서비스�개발�및�운영

5. 사업�예산

출처 항목명 전년도�결산(원) 예산(원) 비고

본회계 OTL�Plus�+�mobile 0 160,000
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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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1. 사업�개요

1)�사업�방식 동아리방�내부�서버�자원�운영

2)�사업�준비�기간 2022.02.28�~�2022.05.30

3)�사업�일시 2022.02.28�~�2022.05.30

4)�소요�예산 40,000원

5)�담당�부서/담당자 박지호

2. 사업�추진�목적

Wheel은 SPARCS에서 운영하는 내외부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서버를 관리하는

프로젝트로, 상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사업�계획

1) 사업�수혜�대상자

SPARCS 회원들과 SPARCS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을 위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세부�사업�내용

ELK Stack을 이용한 로그 서버 구현하기, SPARCS 메일서비스 도입하기, Ssal 서버

스위치 보수 등 스팍스 내외부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다양한프로젝트들을진행할

계획입니다.

4. 사업�예상�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2.02.28�~�2022.05.30 동아리방�내부�서버�운영

5. 사업�예산

출처 항목명 전년도�결산(원) 예산(원) 비고

본회계 Wheel 0 40,000
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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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1. 사업�개요

1)�사업�방식 SPARCS�회원들을�위한�내부�서비스�개발

2)�사업�준비�기간 2022.02.28�~�2022.05.30

3)�사업�일시 2022.02.28�~�2022.05.30

4)�소요�예산 40,000원

5)�담당�부서/담당자 류치곤

2. 사업�추진�목적

스비서(Biseo)는 종강총회 때 SPARCS 내부 사용을 목적으로 한 웹어플리케이션입니다.

신입생 프로젝트 심사를 위해 투표여러건을한번에만들어야하는종강총회특성상구글

폼과 같은 툴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투표 생성과 집계를 했을 때 생기는 불편함을 전용

서비스를�통해�해결하고자�합니다.

3. 사업�계획

1) 사업�수혜�대상자

각종 정모 및 종강총회에 참여하는 SPARCS 신입 회원들과 현역 회원들을 위해 사업을

진행할�예정입니다.

2) 세부�사업�내용

현재는투표의생성, 삭제, 수정 기능과투표인원관리기능, 실시간 투표와기본적인채팅

기능이 구현된 개발 버전이 배포된 상태입니다. Docker와 Nginx를 사용해 정식 버전을

배포하고, 개인 프로필 설정, 채팅 기능 강화, 회의록 연동 기능과 같이 유용한 기능들을

하나씩�추가해�나갈�예정입니다.

4. 사업�예상�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2.02.28�~�2022.05.30 SPARCS�회원들을�위한�내부
서비스�개발

5. 사업�예산

출처 항목명 전년도�결산(원) 예산(원) 비고

본회계 스비서 156,300 40,000
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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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1. 사업�개요

1)�사업�방식 거울�서비스�운영�및�유지보수

2)�사업�준비�기간 2022.02.28�~�2022.05.30

3)�사업�일시 2022.02.28�~�2022.05.30

4)�소요�예산 0원

5)�담당�부서/담당자 박지호

2. 사업�추진�목적

거울 프로젝트(KAIST FTP, ftp.kaist.ac.kr)는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있는�오픈소스�미러링�서비스입니다.

3. 사업�계획

1) 사업�수혜�대상자

대한민국에서 우분투 리눅스와 같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모두가 거울

프로젝트�덕분에�패키지를�빠르고�안정적으로�다운받아오고�있습니다.

2) 세부�사업�내용

서버 유지보수와 함께 외부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기 패키지를

신규로 미러링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4. 사업�예상�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2.02.28�~�2022.05.30 거울�서비스�운영�및�유지보수

5. 사업�예산

출처 항목명 전년도�결산(원) 예산(원) 비고

본회계 서버�장비�구입 387,000 0
계 387,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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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1. 사업�개요

1)�사업�방식 Taxi�서비스�개발

2)�사업�준비�기간 2022.02.28�~�2022.05.30

3)�사업�일시 2022.02.28�~�2022.05.30

4)�소요�예산 100,000원

5)�담당�부서/담당자 김건

2. 사업�추진�목적

Taxi는 KAIST 구성원들의 택시 동승 인원 모집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비교적 거리가 먼

장소에 갈 때 택시 동승이빈번하게발생하는점을인지하고, 이를 웹사이트와어플을통해

보다�편리하게�이루어지도록�하고자�합니다.

3. 사업�계획

1) 사업�수혜�대상자

택시를�함께�탑승하는�KAIST�구성원�모두를�위해�개발을�진행하고�있습니다.

2) 세부�사업�내용

채팅 기능을 완성하고 프론트 컴포넌트 정리 및 리팩터링 작업을 통해 이번 학기 내 베타

테스트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4. 사업�예상�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2.02.28�~�2022.05.30 Taxi�서비스�개발

5. 사업�예산

출처 항목명 전년도�결산(원) 예산(원) 비고

본회계 Taxi 78,100 100,000
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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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1. 사업�개요

1)�사업�방식 동아리방�출입증�서비스�개발�및�운영

2)�사업�준비�기간 2022.02.28�~�2022.05.30

3)�사업�일시 2022.02.28�~�2022.05.30

4)�소요�예산 80,000원

5)�담당�부서/담당자 박지호

2. 사업�추진�목적

SPARCS 동아리방에는서버와같은중요자원이위치해있기때문에정회원이아닌분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아리방은 비밀번호로 해제하는 도어락으로

잠겨있고, 출입 기록이 남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원들의 편리한 동방

출입 및 작업 시간 기록을 위해 회원들에게 물리 카드를 발급하고 출입 관리를

전산화하려고�합니다.

3. 사업�계획

1) 사업�수혜�대상자

동아리방에�출입할�수�있는�SPARCS�현역�회원들을�위해�사업을�진행할�예정입니다.

2) 세부�사업�내용

소프트웨어적으로는이미구축되어있는 SSO/LDAP와의 연동을통해각회원들에게 ID를

부여하고 개별로 접근 권한을 설정할 것입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RFID 기반으로 ID

CARD 정보를 읽거나 쓸 수 있게 하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와 API를 구현하고, 출입문을

ID CARD로 열고 닫을 수있는시스템을구현할예정입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더나아가

동아리방에 있는 전공 서적들을 ID CARD로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려고�합니다.

4. 사업�예상�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2.02.28�~�2022.05.30 동아리방�출입증�서비스�개발�및
운영

5. 사업�예산

출처 항목명 전년도�결산(원) 예산(원) 비고

본회계 ID�CARD - 80,000 항목�신설.
계 -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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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1. 사업�개요

1)�사업�방식 학부�총학생회�홈페이지�개발

2)�사업�준비�기간 2022.02.28�~�2022.05.30

3)�사업�일시 2022.02.28�~�2022.05.30

4)�소요�예산 0원

5)�담당�부서/담당자 오승빈

2. 사업�추진�목적

학부 총학생회 홈페이지 기능의 일부를 위탁받아 개발하여 학부 총학생회와 총학생회

산하 의결기구들의 업무를 보조하고 학부생들이 학부 총학생회 관련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게�할�수�있도록�하려고�합니다.

3. 사업�계획

1) 사업�수혜�대상자

학부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카이스트 학부생들과, 학부 총학생회 관계자들을

위해�개발할�예정입니다.

2) 세부�사업�내용

첫 번째로 관리자 페이지를 추가해 총학 소개글 수정, 메인페이지 배너 수정 등의

홈페이지 관리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학생회비 납부기간 설정,

학생회비 납부자 명단 다운로드 등의학생회비납부관련기능도처리할수있고, 학생회칙

페이지의�내용도�수정할�수�있게�개발할�예정입니다.

또한 총학생회의 공지사항을 올릴 수 있는 공지사항 페이지를 만들고, 해당 공지사항

페이지에 올라간 공지가 NewAra와 동기화되게 개발하고, 학교 포탈 크롤링을 통해 학교

포탈에 올라오는 제휴 업체의 목록도 홈페이지의 학생 복지 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개발 기간과 개발할 기능들의 범위는 총학생회와 협의를 거치며 계속 조정해나갈

예정입니다.

4. 사업�예상�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2.02.28�~�2022.05.30 학부�총학생회�홈페이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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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예산

출처 항목명 전년도�결산(원) 예산(원) 비고

자치 학부�총학생회
홈페이지�개발

- 0 항목�신설.

계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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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1)�사업�방식 신입�회원�리크루팅�진행

2)�사업�준비�기간 2022.02.24�~�2022.03.07

3)�사업�일시 2022.02.24�~�2022.03.07

4)�소요�예산 125,000원

5)�담당�부서/담당자 오승빈

2. 사업�추진�목적

2022년 봄학기 신입생 세미나 및 프로젝트에 참여할 신입 개발자 및 디자이너 회원을

Zoom을�통해�비대면�면접을�진행해�선발할�예정입니다.

3. 사업�계획

1) 사업�수혜�대상자

Zoom을 이용한 비대면 면접을 진행해 학부에 재학중이신 지원자들 중 신입 회원 15명

내외를�선발할�계획입니다.

2) 세부�사업�내용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지원서를 받은 뒤, 지원서 검토를 거쳐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면접을�시행하고,�3월�7일에�신입�회원을�확정할�예정입니다.

4. 사업�예상�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2.02.24~2022.03.02 지원서�작성�기간
2021.03.03~2022.03.06 Zoom�면접
2021.03.06~2022.03.07 신입�회원�선발�및�확정

5. 사업�예산

출처 항목명 전년도�결산(원) 예산(원) 비고

자치 리크루팅팀�지원비 0 125,000
계 0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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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1)�사업�방식 신입�회원�대상�세미나�운영

2)�사업�준비�기간 2022.03.08�~�2022.05.30

3)�사업�일시 2022.03.08�~�2022.05.30

4)�소요�예산 320,000원

5)�담당�부서/담당자 오승빈

2. 사업�추진�목적

봄학기 신입 개발자 및디자이너를위해교육세미나를진행할예정입니다. 세미나 자료는

작년과�같이 https://sparcs.org/seminars 에�공유할�예정입니다.

3. 사업�계획

1) 사업�수혜�대상자

SPARCS 봄학기 신입 회원 및 새롭게 개발자 프로그램이나 디자이너 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현역�회원을�대상으로�사업을�진행할�예정입니다.

2) 세부�사업�내용

회원들은 세미나에 참여한 뒤 각자 신입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프로젝트 결과물을

종강총회에서 발표하여 신입생 프로그램 이수 여부 및 신입 회원의 정회원 승급 여부를

결정할�예정입니다.

4. 사업�예상�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1.09.07�~�2021.12.06 신입�회원�대상�세미나�진행�및
신입생�프로젝트�진행

5. 사업�예산

출처 항목명 전년도�결산(원) 예산(원) 비고

본회계 신입생�세미나 0 320,000
계 0 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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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명단

이름 학번* 소속�부서 직책

오승빈 20210378 임원진,�OTL�Plus,�학부�총학생회�홈페이지
개발

회장,�개발자,�PM

이지윤 20200510 임원진,�OTL�Plus 부회장,�개발자
박지호 20210264 임원진,�Wheel,�ID�CARD Wheel장,�PM
정상 20210578 Taxi,�ID�CARD 개발자,�총무
윤지수 20170821 NewAra PM
김기영 20170070 NewAra 개발자
김지연 20180163 NewAra,�스비서 개발자
송인화 20190325 NewAra 개발자
이동재 20200445 NewAra 개발자
이재현 20200493 NewAra 개발자
주예준 20200624 NewAra 개발자
한석휘 20200688 NewAra 개발자
황인준 20210705 NewAra 개발자
김동혁 20210071 OTL�Plus 개발자
김민희 20190104 OTL�Plus 개발자
문동우 20200220 OTL�Plus,�ID�CARD 개발자
이진우 20160525 OTL�Plus 개발자
이혜원 20200529 OTL�Plus,�디자인�팀 개발자,�디자이너
홍은기 20210698 OTL�Plus 개발자
류치곤 20170215 스비서 PM
김건 20190052 Taxi PM
김태우 20190191 Taxi 개발자
이서완 20170457 Taxi,�Wheel 개발자,�Wheel
최지헌 20190865 Taxi,�디자인�팀 개발자,�디자인�팀장
이수민 20200468 ID�CARD 개발자
김승재 20210117 학부�총학생회�홈페이지�개발 개발자
이승민 20150566 기타�세미나 개발자
고예준 20220025 신입생�세미나 신입회원
권순호 20220042 신입생�세미나 신입회원
김상오 20220112 신입생�세미나 신입회원
김승구 20220107 신입생�세미나 신입회원
김준서 20220166 신입생�세미나 신입회원
김현민 20220183 신입생�세미나 신입회원
김효경 20180193 신입생�세미나 신입회원
박혜원 20210275 신입생�세미나 신입회원
배세윤 20220322 신입생�세미나 신입회원
손성민 20220350 신입생�세미나 신입회원
신태현 20200356 신입생�세미나 신입회원
안태찬 20190366 신입생�세미나 신입회원
양성현 20200767 신입생�세미나 신입회원
예상우 20220414 신입생�세미나 신입회원
장하준 20210561 신입생�세미나 신입회원
정성엽 20220613 신입생�세미나 신입회원
조유민 20200612 신입생�세미나 신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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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욱 20220768 신입생�세미나 신입회원

*학번�8자리�기입

2. 비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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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서/TF�목록

1)�임원진

-�활동�요약:�SPARCS�임원�활동

-�국서/TF원�명단

-�오승빈�(회장)

-�이지윤�(부회장)

-�박지호�(Wheel장)

-�정상�(총무)

-�사업명

-�리크루팅

-�신입생�세미나

2)��NewAra

-�활동�요약:�NewAra�프로젝트�진행

-�국서/TF원�명단

-�윤지수�(PM)

-�김기영�(개발자)

-�김지연�(개발자)

-�송인화�(개발자)

-�이동재�(개발자)

-�이재현�(개발자)

-�주예준�(개발자)

-�한석휘�(개발자)

-�황인준�(개발자)

-�사업명:�NewAra

3)��OTL�Plus

-�활동�요약:�OTL�Plus�프로젝트�진행

-�국서/TF원�명단

-�한승현�(PM)

-�오승빈�(개발자)

-�이지윤�(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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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개발자)

-�김민희�(개발자)

-�문동우�(개발자)

-�이진우�(개발자)

-�이혜원�(개발자)

-�홍은기�(개발자)

-�사업명:�OTL�Plus

4)��Taxi

-�활동�요약:�Taxi�프로젝트�진행

-�국서/TF원�명단

-�김건�(PM)

-�김태우�(개발자)

-�이서완�(개발자)

-�정상�(개발자)

-�최지헌�(개발자/디자이너)

-�사업명:�Taxi

5)��스비서

-�활동�요약:�스비서�프로젝트�진행

-�국서/TF원�명단

-�류치곤�(PM)

-�김지연�(개발자)

-�사업명:�스비서

6)��Wheel

-�활동�요약:�Wheel�프로젝트�진행

-�국서/TF원�명단

-�박지호�(Wheel장)

-�이서완�(Wheel)

-�사업명:�Wheel,�거울

7)�학부�총학생회�홈페이지�개발

-�활동�요약:�학부�총학생회�홈페이지�개발

-�국서/TF원�명단

-�오승빈�(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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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재�(개발자)

-�사업명:�학부�총학생회�홈페이지�개발

2. 조직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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