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Y REPORT
연합하고 결속을 다지는 학생회 ∙ 세마고등학교 11대 학생회 유니티 네 번째 리포트

E0 회장단
완료사업
∙ 정기회
- 줌 화상 회의를 통해 부서별 업무 보고 후 전달
사항 전달. 추가적인 안건과 사항들에 대한 회의
진행
예정사업
∙ 수렴이 활동
- 수렴이가 각 반에 공지사항 전달 시 유의할 점,
전달 방법, 학생회와의 소통 방법에 대한 구체적
안내 및 활동 시작
∙ 급식 만족도 조사
- 각 반 수렴이, 카페 게시를 통하여 급식 만족도
조사 링크 전달 및 설문 결과 수합. 이를 영양사
선생님께 전달

E1 소통홍보부
완료사업
∙ UNITY SNS 운영
- 유니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상시관리
∙ UNITY Monthly
- 유니티 4, 5월 먼슬리 자료 수합, 제작 및 게시
∙ UNITY Report
- 6월 리포트 자료 수합, 포스터 제작 후 게시판에
게시. 학생회 SNS, 카페에 업로드
∙ 세마 홍보카페
- E7 학생민원부와 협업하여 답변
∙ UNITY 카카오 플러스 친구 운영
- 급식, 수행평가 등의 카테고리로 학교생활 정보
제공 및 유니티 행사 홍보. 일대일 채팅을 통해
UNITY 공식 일대일 소통창구 운영
∙ 세마 사진 공모전
- 학교 시설이나 재학생들의 사진을 학생회 인스
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제
출. 학생회 내의 투표를 통해 특별상품 지급. 좋
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팀에게 특별상품 지급
예정사업
∙ UNITY SNS 운영
- 유니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상시관리
∙ UNITY 카카오 플러스 친구 운영
- 급식, 수행평가 등의 카테고리로 학교생활 정보
제공 및 유니티 행사 홍보. 일대일 채팅을 통해
UNITY 공식 일대일 소통창구 운영
∙ 세마 홍보카페
- E7 학생민원부와 협업하여 답변

∙ UNITY Monthly
- 유니티 6, 7월 먼슬리 자료 수합, 제작 및 게시
∙ UNITY Report
- 6월 리포트 자료 수합, 포스터 제작 후 게시판에
게시. 학생회 SNS, 카페에 업로드

E2 기획재정부
완료사업
∙ 4월 예산안 공개
- 예산안 내역을 카페를 통해 공개
∙ 제 3차 기부사업 물품 구매 및 수령
- 수요조사자에 따른 독도 반지 수량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물품을 구매 후 수령

예정사업
∙ 6월 예산안 수합 및 공개
- 예산안 수합 후 필요 물품 확인. 월말에 예산안
내역을 카페에 게시

E3 학생복지부
완료사업
∙ 프린터기 관리 및 대여제 사업
- 예산안 내역을 카페를 통해 공개
∙ 모의고사 재탑재
- 4층 프린터기 옆 컴퓨터에 5개년 모의고사 탑재
∙ 방향제 배치
- 각 층 남자, 여자 화장실에 방향제 배치
∙ 방충망 설치
- 각 반의 방충망 교체 완료
예정사업
∙ 6월 모의고사 탑재
- 4층 프린터기 옆 컴퓨터에 6월 모의고사 탑재
∙ 양심우산 추가 배치
- 유니티 로고 부착 후 각 층에 양심우산 10개씩
추가 배치
∙ 각 반 멀티 케이블 설치
- 각 반마다 멀티 케이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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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 학생복지부
완료사업
∙ 짝 in 세마
- 월별 짝선배-짝후배 미션을 통해 친목 도모
∙ 1차 학생특강
- 학생특강 진행 완료
∙ 1차 청출어람
- 1학년 대상 청출어람 판매 완료
∙ 1차 세마 N제
- 세마 N제 2학년 대상 수합 완료
∙ 1차 우리들의 적중문제
- 적중문제 카페 게시 후 상품 지급 완료

예정사업
∙ 2차 세마 N제
- 참가자 추가 모집
∙ 2차 우리들의 적중문제
- 참가자 추가 모집 및 적중문제 제작
∙ 짝 in 세마
- 월별 미션을 통해 친목 도모
∙ 학생특강
- 논의 중

E5 동아리활동부
완료사업
∙ CA 신입부원 모집
-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학생들이 본인이 희망
하는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발 방식 및
일정을 안내.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신입부원의 명단을 포함한 동아리 부
원들의 명단 수합
∙ 자율 신입부원 모집
- 선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발 방식 및 일정 안내. 원활
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새롭게
선발한 신입부원의 명단을 포함한 동아리 부원
들의 명단 수합
∙ 기장총회
- 동아리 활동 관련 공지사항을 안내
예정사업
∙ 자율동아리 추가모집
- 선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발 방식 및 일정 안내. 원활
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 기장총회
- 동아리 활동 관련 공지사항 안내

∙ 화룡점저
- ‘화룡점저’ 참가를 희망하는 동아리와 화룡점저
감상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조사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E6 행사운영부
완료사업
∙ 3월 월별 이벤트
- 보물 쪽지를 찾은 학생에게 사탕 증정
∙ 4월 월별 이벤트
- 2주 후의 자신에게 편지를 쓰고 시험이 끝난 후
다시 읽어봄
예정사업
∙ 6월 월별 이벤트
- 교내에 숨겨진 질문 쪽지를 찾아 빙고판을 채움

E7 학생민원부
완료사업
∙ 민원 클리어(UNITY ASKED)
- UNITY ASKED 운영. 3월, 4월 에스크 답변 결
과와 진행 과정 카페 및 게시판에 게시. 유니티
에스크 큐알코드 전 반 부착
∙ 2층 분실물 보관함 관리
- 2층 분실물 보관대 관리. 2층 분실물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게시. 분실물 기부 코로
나로 인해 취소
∙ 세마고등학교 홍보카페 관리
- E1 소통홍보부와 협업을 통해 홍보카페에 올라
오는 질문 답변. 홍보카페 관리
예정사업
∙ 민원 클리어(UNITY ASKED)
- 유니티 ASKED 운영. 5월, 6월 에스크 답변 결
과와 진행 과정 카페 및 게시판에 게시
∙ 세마고등학교 홍보카페 관리
- E1 소통홍보부와 협업을 통해 홍보카페에 올라
오는 질문 답변. 홍보카페 관리
∙ 기숙사 생활개선 회의
- 기숙사 자치위원과 협의 방법 의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