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기 모집 안내

1. 모집 대상 및 정원
1) 지원 학년
· 전국 중1, 중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 정규 교육 과정 외 지원 가능 연령은 만 13세 이상(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만 14세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2) 정원 : 30명

※ 지역에 상관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전형 과정
5.11(수) ~ 5.31(화)

6.10(금)

6.25(토)

(변경) 7.1(금)

참가 접수

면접 대상자
발표

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차 전형)

단계

(2차 전형)

전형 방법
· 참가 접수 : 제시문을 참고하여 에세이 작성

1차 전형

· 서류 평가로 모집정원의 2배수 내외 선발

2차 전형

· 면접을 통하여 최종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는 1, 2차 전형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합니다.

3. 전형 일정
전형
참가 접수 (1차 전형)

일정
2022. 05. 11.(수) 09:00 2022. 05. 31.(화) 15:00

비고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면접대상자 발표

2022. 06. 10.(금) 15:00

면접 (2차 전형)

2022. 06. 25.(토)

시간, 면접 장소 추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변경) 2022. 07. 01.(금) 10:00

홈페이지

합격자 등록

(변경) 2022. 07. 01.(금) 10:00 2022. 07. 05.(화) 17:00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별도 연락)

4. 지원 방법
STEP 01

참가 접수
페이지 접속

STEP 02

회원 가입

STEP 03

- 『우주의 조약돌』 홈페이지(www.thespacekids.com) 내
참가지원 > 지원안내에서 ‘지원하기’를 클릭하여 참가접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학생의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가입을 진행합니다.

- ‘지원하기’ 클릭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한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 (필수)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참가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하기
기본사항 입력

- 인적사항은 ‘법정 대리인’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한 후 ‘다음’ 을 클릭합니다.
-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를 선택 후 ‘다음’ 을 클릭합니다.(학교명 기입 X)

① 자기소개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04

② 첨부파일 ‘에세이 작성 가이드.pdf ’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제시문을 확인합니다.

에세이 작성

③ 1번 칸 : 이름/생년월일/중학교명(학년)을 작성합니다.
④ 2번 칸 : 제시문에서 1~31번까지의 질문 중 선택한 질문의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⑤ 3번 칸 : 제시문을 잘 읽고, 자신만의 생각을 1.500자 이하의 에세이로 작성합니다.
⑥ 4번 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열람 후 아래칸에 ‘동의합니다’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에세이 작성은 지원하는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 이름/생년월일/중학교명(학년) 등 지원자(학생) 인적사항에 틀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STEP 05

제출하기

-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지원하기를 완료합니다.

5. 『우주의 조약돌』 1기 교육 안내
구분

시기

내용

비고

우주 인문학 컨퍼런스

2022년 07월 ~ 08월

과학 인문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주

오프라인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오프라인 / 온라인

교수진, 멘토와 함께 경험하는 우주

교차 진행

중학생 맞춤형
미션 프로젝트
프로젝트 발표 / 졸업

2022년 09월 ~ 12월

2023년 01월

우주 전문가들과 아이디어에
깊이를 더하는 성과 발표회

6. 유의사항
1) 참가 신청은 본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메일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2) 참가 접수를 위한 별도의 참가비는 없습니다.

오프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