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YMCA 미디어센터 

지역 방송국 신청안내

https://www.ymcatv.tv
 

1.운영 주체

 1)YMCA 전국 연맹산하 미디어센터 

 2)YMCA 전국 연맹 AOS 미디어 분과

 3)운영자 구두회 간사(파주YMCA)010-5008-41074

2.진행과정

 1)파주YMCA(13.05)개국 운영

 2)미디어센터 활동 확대 (대전 아태대회 중계부터 100주년, 세계평화 컨퍼런스,      

   광화문 퍼레이드, 국제평화 세미나 철원 국경선 평화 학교, 및 각종 행사 중계방송)

 3)지역방송국 참여서브운영비 월5만원 참여

  (파주, 원주, 청주, 춘천, 광양, 대구) 

 4)미디어 분과 신설 세미나 3회 개최    

 5)YMCA 전국 연맹(19년 11월 29일)지원결정

3.방송국 프로그램

 1)100주년 행사, 아태대회 및 세계평화대회, 각종 연맹 주최 회의 중계

 2)지역YMCA 행사 중계지원

 3)지역YMCA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운영 교육 지원

 4)전국YMCA 소개대회 개최

 

4.YMCATV.TV 홈페이지 3차 개편운영

 1)2020.08월 새홈페이지 제작

 2)참여지역 재등록 및 교육



5.한국YMCA미디어 센터 운영조직(신청 지역 담당자 차후 논의)

 1)운영진

 2)운영범위

 3)운영재원 확보방안

6.미디어 분과 위원 모집 및 지역 방송국 등록

 1)AOS 미디어 분과 활성화 및 각 지역 위원모집

 2)모집 위원대상 지역 방송국 등록 및 교육 실시

 3)1차 15개 지역 우선 선착순 선정

7.신청지역 방송국 운영 지원

 1)지역방송 홈페이지 제작 운영지원

 2)방송,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운영 교육 

 3)자체운영 방송 기술 교육 지원 

8.운영 예산

 1)신청지역 운영비 월3만원 또는 년30만원

 2)계좌번호: 농협 317-0005-9116-21(파주YMCA)

 2)지원내역

 -.홈페이지 제작

 -.방송국 운영 기술 교육

 -.미디어, 방송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교육 지원

 -.년중 세미나 개최 및 강사 지원

 -.홈페이지 관리비(호스팅, 도메인, 서브, 운영경비 포함)

9.다음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 

한국 YMCA 미디어 센터 지역 방송국 신청서

 -.1차 15개 지역 : 2020.10.31.까지

 -.제출신청서 작성 후 회송 후 반드시 전화확인(구두회 010-5008-4074)

 -.신청서 보내는 곳: 00092@hanmail.net 



 

210mm×297mm(백상지 80g/㎡)

한국YMCA미디어센터 가입신청서

가입단체명 회원관리번호   YMCA-      -

대표자명
대표 연락처

(TEL, FAX)

 T) 

 F) 

주    소

전자우편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명 정보이용동의  □ 예     □ 아니오

신청기간  20   .   .   . ~ 20   .   .   .   □ 월 30,000원  □ 연 300,000원

위와 같이 가입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한국YMCA미디어센터장 귀중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홈페이지 등록용 기본자료(소개글, 사진 3컷, 동영상 링크)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 연락요망

처 리 절 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검토 → 심의·의결 → 통보

신청인
한국YMCA

미디어센터 사무국

가입심사

담당자

한국YMCA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