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컴플렉스 및 체육시설물 통합예약서비스 운영 안내
구성(대전) 캠퍼스에 위치한 공용 체육시설물의 내부구성원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통합
예약서비스(http://urs.kaist.ac.kr)를 활용한 온라인 예약방식을 다음과 같이 전면 도입하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체육시설별 온라인 예약 오픈 일정

오픈일자

추첨대상 체육시설물

일반예약 체육시설물
풋살, 동측 및 북측운동장

2013.05.06

풋살경기장(6월 사용일정),

(~5월 잔여일정),

대(동측)운동장(6월 사용일정),

스포츠컴플렉스 주경기장(5~6월),

북측운동장(6월 사용일정)

서측체육관(5~6월),

스포츠컴플렉스 피트니스(6월신규자)

서측탁구장(5~6월),

스포츠컴플렉스 골프(6월신규자)

기계동 테니스장(5~6월),
동측 테니스장(5~6월)

추첨대상 시설물 일괄 추첨
2013.05.13

- 12:00 추첨신청 마감

서측라켓볼장(5~6월)

- 15:00 추첨결과 메일발송

2013.05.27

전 시설(~6월 잔여일정)

- 문의처: 내선번호 4814 (체육행정실)
문의처 및
주의사항

- 외부인 대리예약 및 동반사용 절대금지, 발각시 체육시설 이용 영구제한
- 풋살 및 대운동장 야간조명료 발생시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전날
17시까지 입금확인증을 체육행정실에 제출
(FAX 4747, 스캔이미지 이메일 pwb@kaist.ac.kr, 직접 방문제출)

2. 추첨대상 체육시설물 운영방식 변경
구분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013.5.5.)

(2013.5.6.~)

동측운동장: 매월 첫째날 09:40
북측운동장: 매월 첫째날 09:40
추첨일자

풋살경기장: 매월 마지막날 09:40
스포츠컴플렉스 피트니스 및 골프
신규회원: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18:00

추첨방식

추첨대상자

당첨자 지정

현장 방문 후 번호표 뽑기

동측운동장, 북측운동장, 풋살경기
장, 스포츠컴플렉스 피트니스 및 골
프 신규회원 (추첨대상 시설물 동
시 온라인 추첨)
: 매월 두번째 월요일 오후 3시

온라인 신청 http://urs.kaist.ac.kr
(매월 1일부터 추첨신청 가능)

당일 추첨시작 시각까지 추첨현장

매월 1일부터 매월 두 번째 월요일

도착자

12:00(정오)까지 온라인 신청자

현장 방문자가 뽑은 번호표의 숫자

추첨 프로그램에서 랜덤(Random)으

가 당첨 번호인 경우

로 당첨자를 지정
당첨자에게 이메일로 안내
(미당첨자도 동시 안내)

당첨자 통지

현장 통지 및 당첨자 연락처 기재

※ 메일주소 및 휴대폰 등 연락처
정보 필수 기재하여야 함(메일주소
등 연락처가 없는 경우 당첨통보를
받을 수 없음).
통합예약서비스에 접속하여
당첨번호 순으로 지정된 예약시점

당첨자
사용기간
배정

(15분간)에 선호 사용기간을 지정

당첨번호 순으로
선호 사용기간을 현장에서 지정
(당첨자 현장 대기시간 소요)

※ 지정된 예약시점에 사용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함.(단, 피트니스 및 골
프는 지정된 기간 내에 현장 방문하
여 비용을 이용료를 결재함)

2013.5.3
건강생활지원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