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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FAQ

KOI

Q 1. 한국정보올림피아드는 2018년도와 똑같이 운영되나요?

A 1. 2019년부터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 부문은 한국정보과학회로 이관되

어 추진됩니다. 기존의 교육청(원) 주관으로 이루어지던 지역대회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으며,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부문은 국제정보올림피아드(IOI)

교육생 선발 과정과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주관기관인 “한국정보과학회”에서 수립중이며, 확인되는 데로

한 번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올림피아드의 공모 부문은 ‘한국코드페어’에 흡수되어 ‘SW을 통한

착한상상’으로 개편 추진됩니다.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부문 문의 (한국정보과학회 : 1588-2728)

KOI

Q 2. 2019년도 한국정보올림피아드의 문제 유형의 변화는 없는 건가요?

A 2. 한국정보올림피아드의 문제유형은 ‘국제정보올림피아드’의 유형을 기준

으로 그대로 출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과학회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부문 문의 (한국정보과학회 : 1588-2728)

KCF공통

Q 3. 한국코드페어의 세부 프로그램 별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떤 것인가

요?
A 3. SW을 통한 착한 상상 : 제한없음

SW 빌더스 챌린지 : 추후 안내

알고리즘 챔피언십 : 디지털스쿨백팩 지원언어

KCF공통

Q 4. 한국코드페어의 3가지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A 4. 3개 프로그램 중복참가는 가능하나 개별 프로그램 일정 및 10월 본 페

어 일정이 겹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기준은 제규정을 수립하

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세부 규정 수립되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KCF공통
Q 5. 각 프로그램 별로 페어(본선) 진출에 대한 지역 할당이 존재하나요?

A 5. SW빌더스 챌린지의 경우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 있으나 다른 프로그램

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FAQ

착한상상

Q 6. ‘SW를 통한 착한 상상’ 프로그램에서 지도교사는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하나요?

A 6.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반드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지도

교사로 참여하셔야합니다. 단, 소속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착한상상

Q 7. 한국코드페어 ‘SW를 통한 착한 상상’의 주제는 확정된 사항인가

요?
A 7. 해당 프로그램의 공모 주제는 '우리 주변의 사회 현안, 생활과 환경 등

의 다양한 문제를 SW활용 아이디어와 기술 융합 등을 통해 해결하는 SW

작품'에서 큰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주제는 단순 게임 등을 출

품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제시되었으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출

품 가능합니다.

착한상상

Q 8. ‘SW를 통한 착한 상상’의 1차 접수 시 제출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완성도를 지녀야 하나요?

A 8. 제출 파일 중에 실행파일과 소스코드 파일이 제출되어야 하므로 실행

혹은 시연 가능한 프로토타입 정도의 작품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제출 내

용으로 1차 전시와 심사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빌더스

챌린지

Q 9. ‘SW 빌더스 챌린지’의 팀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 9. 팀 매칭 시기는 교육생 선발 이후입니다. 원하는 팀이 있다면 해당 팀

그대로 가능하나 개인 신청한 학생들은 지역별 매칭을 통해 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알고리즘

챔피언십

Q 10. 한국코드페어 ‘알고리즘 챔피언십’의 문제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A 10. 기존 한국정보올림피아드와 유사한 유형의 문제 및 알고리즘을 활용

한 다양한 문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난이도를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제정보올림피아드나 한국정보올림피아드와 같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

는 많지 않습니다.

알고리즘

챔피언십

Q 11. 한국코드페어 ‘알고리즘 챔피언십’의 온라인 예선의 경우 다양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응책이 있나요?

A 11. 공정하고 투명한 대회진행을 위해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려사항으로 인해 알고리즘 챔피언십 예선의 경우 대회 내용이 변

경될 여지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제 대회의 내용은 FAQ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