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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명  칭)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 

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 KARL BEST HAM " 선발  

규정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아마추어무선의 다방면 분야에서 전파법

을 준주하며 일년간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최고의 햄을 선발하여 “KARL BEST HAM”으로 표창

함으로써 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당해 연도 최고의 한국

아마추어무선사로써의 자긍심과 건전한 경쟁력으로 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아마추어무선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선발인원) 

  1) 매년 1명을 선발한다. 

  2) 당해 연도에 신청자가 없거나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3) 이 경우 매년 3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선발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활동을 기준으로 한다.

제 5 조 (선발기준 및 자격) 

 1. 현재 정회원으로서 연속 5년 이상 정회원인 자 

 2. 연간 200일 이상 운용한 자

 3. 연간 국내・외 3,000 QSO 이상 교신을 하고 교신

    일지(Logbook)를 작성한 자

 4. 연맹 콘테스트 1회 이상, 국제 Major 콘테스트 3회

    이상 참가한 자

 5. 전체 교신수(QSO)중 음성, CW, Digital 모드중 모드별

    10%는 넘어야 한다. 단, 아마3급(전화)은 CW 제외

 6. 위 1~5항의 제출 자격 조건을 충족(하나라도 미달시 

   부적격)하고 제6조의 심사에  따른 최다 득점자

 7. 동점일 경우 운용밴드수가 많은 자 순으로 선발하고 

운용밴드 동일할 경우 교신수가 많은 자로 선발

제 6 조 (심사기준) 총점 2,000점으로 하여 그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신일 수 : 

     1) 실 교신일 수 X 0.824점 

     2) 배점 점수 : 300점 

  2. 교신수 : 

    1) 교신수(QSO) X 0.08점  

    2) 당일 동일 밴드 및 호출부호로 연속 교신수

      (QSO) 3회 이상은 교신 수에서 제외

    3) 배점 점수 : 400점

  3. Award : 제4조 (선발기준)의 기준 기간에 한함

    1) 연맹 발행 Award : 1건당 10점 

    2) Paper Award :

       - 국제 Majors Award 1건당 10점

       - 기타 단체 발행 Award당 2점 

    3) 전자 (Online) Award :100 Award당 1점(당해연도)

    4) 배점 점수 : 300점 

    * KARL 어워드 : HLA, KDN, AKA, APA, DMZ 

    * 국제 Majors Award 대상은 제6조 4항 국제

      Majors Contest 참가 인증서 및 국내 콘테스트 

      3위 이내로 한다. 단, 이외 추가 등록 요청 시

      KARL BEST HAM 선정 위원회에서 검토 의결하여 

      반영할 수 있다.

  4. Contest : 

    1) 로그 제출 시에만 점수로 인정 (사본 제출)

    2) 연맹 주최는 10점 , 각 본부 주최는 5점

    3) 국제 Majors Contest : 각 10점

    4) 기타 단체 주최 5점 

    5) 배점 점수 : 300점 

    * 국제 Majors 콘테스트 기준 : ARRL, IARU, IOTA,

      SOTA, CQ WW, CQ WPX, CQ WW RTTY, CQ160,  

 CQ WPX RTTY, CQ VHF, WW DIGI, WAE, JIDX,   

 All Asian DX, OCDX, RuDX, 

  5. DXCC Entity : 

     1) 선발대상 연도 1년 기준 적용

     2) ARRL 제정 DXCC Entity당 각 1점

     3) 200 Entity 이하는 Entity당 1점

     4) 201 Entity 이상은 Entity당 1.5점 

     5) 배점 점수 : 400점 

  6. 국내외 각종대회 및 운용 참가 (WRTC, ARDF, HST, 

DX-pedition, IOTA, KDN, SOTA 이동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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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DF 및 HST의 경우: (100점)

        - 국제대회 참가당 20점, 국내대회 참가당 5점

        - 입상자는 입상자당 가산점 10점 

     2) DX-pedition 운용의 경우: (100점)

        - 해외 DX-pediton의 경우 50점 한도

        - 국내 IOTA 혹은 KDN , SOTA 등을 이동 운용  

          한 경우 운용 건당 20점 

     3) 배점 점수 : 200점 

  7. 기타 활동 : 

     1) 아마추어무선 활동에 의한 연맹 기여도 : 30점

     2) 연맹 기네스 보유자 : 보유당 15점 최대 30점

     3) 국내 햄 단체 소속 활동 : 5점 (비상훈련 포함)

     4) 햄 관련 봉사활동 : 봉사당 5점 (재난지원 포함)

     5) KARL지에 기사 기고 : 기고당 10점

     6) 교신일지 (Logbook) 작성 : 15점

     7) QSL-Card 발행 : 15점

     8) 배점 점수 :  100점   

제 7 조 (제출) 신청시의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출은 1월 31일까지 연맹 사무국에 전자우편으로

     제7조(제출) 3항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하고, 교신

     일지(Logbook)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선발 신청서(연맹양식) 1부 (별첨1 서식)

    - 아마추어무선국 허가증 사본 1부

    - 신청자 QSL-Card 1매

    - 교신일지(Logbook) 1년분 사본 또는 ADIF)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 항목별 증빙 서류 제출 (스캔 또는 사본)

    - 필요에 따라 증빙서류 원본 또는 증빙자료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 (심사위원) Award 관장 주무 임원 1명과 연맹   

정회원으로서 과년도 KARL BEST HAM 중 수상 후 5년  

이상 연속 무선국 운용 및 무선국 허가 유효하며, DXCC 

Honor Roll Award 보유자 중에서 2명을 주무 부이사장   

또는 주무 이사가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하며 3명으로   

구성한다. 

제 9 조 (표  창) 

  1. “KARL BEST HAM”은 선정은 심사 후 매년 2월    

이사회 승인 후 정기총회에서 표창한다.

  2. 상장은 상패로 제작하고 “KARL BEST HAM ” 로고를

     삽입한다.

  3. 부상은 햄에 관련된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의미 있고 

품격 있는 제품을 선정하고 연맹 및 “KARL BEST 

HAM” 로고를 삽입한다.

  4. 본인 QSL-CARD 제작 및 개인 홈페이지 등에 “KARL 

BEST HAM”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5. KARL 홈페이지 BEST HAM 항목에 연도별 수상자의 

콜사인, 이름, 사진과 제6조(심사기준)의 각 항목별 

점수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 10 조 (수상 후 활동) 

  1. 시상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의결을 통해 취소할 수 있다.

  2. 수상후 3년간 매년 100일 이상 및 1,000 QSO 이상 

무선국 운용을 통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

  3. 수상후 3개월 이내 수상소감을 작성하여 KARL지에

     기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19년 2월 9일 이사회의 의결 시행)

제 2 조 (준 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의 의결에 의한다.

제 3 조(개정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2022년부터 적용한다. (2021년 6월 12일 이사회의 의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