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과학컴퓨팅 요강(예선)

2019.

1

종목 소개

과학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컴퓨팅 사고 능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개최
하며, 교육용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여 과학적 문제해결력, 창의적 설계, 컴퓨팅 사
고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종목이다.

2

운영 목적

 과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킨다.
 교육용 프로그램 언어(초등부-엔트리, 중학부-엔트리, 스크래치 중 선택) 이해 및
절차적･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시킨다.
 팀원 간의 협업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을 키운다.

3

운영 방침

 학생 2명이 한 팀이 되어 과제 수행의 전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여 진행
하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 단, 불가피한 불참 사유에 대한 증
빙서류를 제출하고 주최 측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참가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과학적 사고력이 요구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창의적으로 설
계한다.
 컴퓨팅 사고력을 바탕으로 교육용 프로그램 언어로 구현하여 미션을 수행한다.

4

참가 대상

 초등학생(5~6학년), 중학생(1~3학년)
 참가 팀의 구성 : 2인 1팀 (동일 시․도 교육청 소속)
 반드시 현직에 있는 지도교사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예선 요강

 프로그래밍 언어는 교육용 프로그램 언어(초등부-엔트리, 중학부-엔트리, 스크래치
중 선택)를 사용한다.
 작품 제출 시 작품설명서, 프로그램 소스파일, 동영상(작품설명, 작품 구현 등)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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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제출 시 유의사항
- 제목: 컴퓨팅_지역(17개 시도에서 기재)_학급(초, 중에서 선택)_학교명_학생이름
- 파일명: (지역_학급_학교명_학생이름으로 통일 예)서울_초_이태원초_홍길동김영희
- 제출 파일 4개 제출
‧ 작품설명서 : 제시된 양식에 자필작성 후 스캔파일 제출(1개의 PDF파일, 5매 이내)
‧ 프로그램 소스파일 : 스크래치 2.0(*.sb2), 엔트리 오프라인 1.5.0이후 버전(*.ent)
‧ 동영상 : 3분 이내(실험과정 1분이내 포함), 300MB이내, mp4로 인코딩하여 제출

*동영상 화면에 학교명, 학생 명, 학생 얼굴은 노출하지 않으며 구현화면 및 음성으로 설명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심사 규정
- 심사영역은 과학적 문제해결력, 창의적 설계, 컴퓨팅 사고력, 협업 및 발표력에 따른 심
사기준을 통해 부여하며 총 100점 만점으로 한다.
심사 영역
과학적 문제해결력
창의적 설계
컴퓨팅 사고력
협업 및 발표력

심사 기준

배점

합계

각 단계별 문제해결에 필요한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였는가?

30

30

문제 상황에 맞는 해결방법을 창의적으로 설계하였는가?

20

20

각 단계에서 설계된 내용이 프로그램으로 잘 구현되었는가?

30

30

팀원 간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탐구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하였는가?

20

20

총

점

100

- 동점의 경우 과학적 문제해결력 → 컴퓨팅 사고력 → 창의적 설계 → 협업 및 발표력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 다음의 경우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 타인의 작품을 모방했을 경우
‧ 발표 동영상이 3분을 초과한 경우
‧ 프로그램 소스 파일이나 동영상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 지정된 파일 규격을 어기는 경우
‧ 주최 측이 지정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및 저작권에 위반되는 경우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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