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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버챌린지 2021 참가신청 안내

1. 관련: 한국비버챌린지(http://bebras.kr/), 국제비버챌린지(http://bebras.org/)

정교연 제20-16호(2020.09.14.) 「비버챌린지 2020 참가신청 안내」

2. 비버챌린지는 특별한 사전 지식 없이도 누구나 재미있고 의미있게 컴퓨팅 사고력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정보(SW·AI) 교육 축제입니다. 2004년에 시작된 이래로, 2020년 한

해에만 전 세계 56개국에서 약 250만명이 참가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6만 4천여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참가하였습니다.

3. 한국비버챌린지에서는 작년(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학교 및 정보(SW·AI) 선

생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학생들의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학교 참가 이외에 일반 참가

부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교육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지속적으

로 개발·보급할 예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버챌린지 2021을 개최하오니 많은 학생이 참가할 수 있도록 안

내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명칭: 비버챌린지 2021 (Bebras Challenge 2021)

나. 주최/주관: 한국정보과학교육연합회 /한국비버챌린지 (Bebras Korea)

다. 후원: 넥슨(Nexon),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정보교사연합회, 한국정보

과학회,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한국정보교육학회, 생능출판사

라. 참가대상: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 연령그룹에 따라 문항이 다름

마. 참가기간: [신청하기] 2021.09.13.(월)～10.15.(금), [도전하기] 2021.10.25.(월)～11.19.(금)

※ [도전하기] 기간은 전 세계 공통(Bebras Week)임

※ 비버챌린지 교육을 위한 [체험하기] 서비스 1년간 제공, [붙임1] 참고

바. 참가방법: [학교참가] 초·중·고 공교육(공/사립) 정보(SW교육) 교사에 의한 온·오프라인 참가

[일반참가] 성인 코치(학부모 등)에 의한 온·오프라인 참가

※ 교사 또는 코치에 의한 참가신청만 허용하며, 세부 내용은 [붙임1] 참고

사. 참가비용: 학생 1인당 3,000원 ※ [학교참가]의 경우 가급적 학교예산 사용 권장

아. 문의

1) 주 문의(참가관련 등): 홈페이지(https://bebras.kr/) 회원가입 후 Q&A 게시판 이용

2) 결제관련: 한국정보과학교육연합회 김진아(02-706-8954)

자. 공교육 지원 사업: 예산 미편성교 무료참가 지원 사업은 10.4(월)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2020년 지원 규모(50개 학교, 30명 내외)에 준함. 끝.

붙임: 1. 비버챌린지 2021 참가방법

2. 비버챌린지 2021 홍보 포스터

3. 비버챌린지 저작물 이용 안내

4. 가정통신문 예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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