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온라인 어린이 전파교실』행사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 정윤환 ☏ 02-3400-2462)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어린이와 부모님이 동영상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다양한 전파체험을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어린이
전파교실’을 개최합니다.
< 행사개요 >

◈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www.crms.go.kr)에 접속하여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후 지역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

◈ (신청기간) ’21. 7. 28.(수) 09:00 ~ 7. 30.(금) 18:00 (선착순 모집)

※

지역별 참여 인원 모집이 마감되면 홈페이지에 공지

◈ (신청대상)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 (행사기간) ’21. 8. 19.(목) ~ 8. 21.(토)
◈ (행사내용) ‘유튜브(YouTube) 중앙전파관리소 채널’에 게시한 전파체험
동영상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전파체험 활동 수행
< 어린이 전파체험 활동 프로그램 >
구 분
전파기초 교육

※

내 용
o 전파기초 교육 시청

및 퀴즈

o 전파기초 교육을 시청하면 풀 수 있는 퀴즈

전파체험 실습

o 전자키트(라디오 만들기) 조립 및 조작 실습

시 간
15분
15분

참여 어린이에게는 전파체험 활동 수행을 위해 전자키트 사전 제공, 체험 활동을
이수한 어린이에게는 수료증 및 소정의 기념품 증정

□ 참여신청 시 유의사항
o 참여 희망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21.7.28.(수) 09:00부터 e-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접수방식인 홈페이지 접수는 중앙전파관리소 정보보안 관리지침 강화로
인해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o 접수 시작일시(‘21.7.28. 09:00) 이전에 도착한 메일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선착순 방식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한 조치임을 양해 바랍니다.

o 참여 희망자는 지역전파관리소 관할 지역을 참조하여 반드시 해당
지역별 담당자에게 e-메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메일 제목은 ‘어린이 전파교실 참여신청(어린이 성명)’으로 기재 바랍니다.

o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참여 희망자도 중앙전파관리소 또는 서울
전파관리소 중 1곳에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중복 접수가 확인되면 참여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o 참여 신청 메일을 보냈더라도 이미 지역별 정원을 초과한 경우는
참여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가 마감된 지역(지소)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마감
공지는 담당자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 하므로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o 참여 신청은 한 가정당 어린이 1인으로 제한되며, 과거 참여 이력이
있는 어린이는 후 순위로 배정됩니다.

※ 많은 가정의 어린이에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양해 바랍니다.

o 참여가 확정되면 어린이 전파교실 행사 전에 지역전파관리소에서
보내드린 키트의 파손 여부 및 부품 수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손 키트는 새로운 키트로 교환하여 드립니다.(행사 시행 전에 한하며, 미리
조립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제한됨)

o 참여하신 후 설문지 및 퀴즈 정답을 작성하여 지역별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주신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발송해드립니다.

※ 설문지 양식은 행사 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관서별 관할 지역
구 분

관할 지역

중앙전파관리소

서울특별시

위성전파감시센터

경기도 이천 · 광주 · 용인 · 여주시

서울전파관리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천·광주·용인·여주시 제외)

부산전파관리소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전파관리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강릉전파관리소

강원도

대전전파관리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구전파관리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주전파관리소

전라북도

제주전파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

청주전파관리소

충청북도

울산전파관리소

울산광역시

□ 관서별 담당자 및 모집인원
구 분

담당자

전화번호

중앙전파관리소

정윤환

02-3400-2462

yunany82@korea.kr

70

위성전파감시센터

현승은

031-644-5982

hyunse12@korea.kr

30

서울전파관리소

유윤숙

02-2680-1872

radiomonitor@korea.kr

80

부산전파관리소

김수영

051-974-5142

ghgh0244@korea.kr

70

광주전파관리소

김소영

061-330-6841

soyoungkim0505@korea.kr

70

강릉전파관리소

홍성엽

033-660-2821

hong19232164@korea.kr

50

대전전파관리소

임재선

042-520-4113

jaeseon82@korea.kr

80

대구전파관리소

전선화

053-749-2856

suna119@korea.kr

70

전주전파관리소

이순성

063-260-0032

bssung@korea.kr

60

제주전파관리소

김보성

064-740-2832

lua1004@korea.kr

50

청주전파관리소

유상열

043-261-5843

sangryol@korea.kr

30

울산전파관리소

손성환

052-231-8844

son833@korea.kr

50

계

E-메일

모집인원

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