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ICT로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국가미래를 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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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8회 한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개최 안내 및 참가 협조 요청의 건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정보과학회가 주관하는 '

제18회 한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3. 이에 예선을 통과하여 본 대회 진출이 확정된 귀 대학(원) 소속 학생(팀) 및 지도교수가

대회에 양일간 원활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학사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회목적

o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보유 대학(원)생 발굴 및 육성

o 전국 대학의 I CT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 대회개요

o 주최/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과학회

o 후원 : 세종대학교, ACM, 넥슨, 삼성SDS, 네이버, PUBG

o 대회일정

- 1일차(11.2(금) , 13 :30~17:00) : 사전등록 및 연습경시 등

- 2일차(11.3(토) , 08 :00~20:00) : 본 경시, 결과발표 및 시상, 폐회식 등

o 대회장소 :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서울)

o 대회규모 : 국내 51개 대학 및 국외 6개 대학 총 90개 팀 270명(3인 1팀)

다. 수상자 특전 : 총 22개 팀을 대상으로 상장 및 부상 수여

※ 최우수 팀 중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ACM- I CPC Wor l d F i na l s) 진출권을 확보한

팀에게는 경비 지원

라. 안내사항

o 해당 공문을 학생들이 교내에서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전달 예정

o 붙임은 공문 접수 용도로만 사용 바람

붙 임 : 제18회 한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참가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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