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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YRC 2021
경기규정

[비대면 실시간]
SW 융합 미션

국제청소년로봇연맹
International Youth Robo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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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융합 미션 (초중등부 / 고등부 / 일반부)

나이 초등학생, 중학생 / 고등학생 / 일반부

팀 1~4명 (1팀)

활용 SW
제한 없음(fuse X,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앱 인벤터 
등)

미션 주제 컴퓨팅사고 융합 앱 개발 

앱 제작 사전 제작

경기 방법 앱 결과물 사전 제작 후 동영상 촬영하여 제출

대회일정 2021. 09. 26 (일)

1. 개요

- 모바일 앱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기획, 디자인, 개발, 테스트 단계를 경험함으로써 모바일 앱 개발 과정을 

이해하고, 실제 앱 개발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학생들이 창의성, 혁신성, 프로그래밍 기술을 발휘해 주어진 테마를 바탕으로 모바일 앱을 설계하기 위해 

팀(1~4명)으로 협력해 제작한다. 모바일 앱의 제작 과정과 동작 방법 등을 동영상(5분이내) 제작 후 사전 

제출한다.

2. 모바일 앱 규격

- 앱 제작 프로그램을 제한하지 않는다.

- 모바일 앱의 페이지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3. 모바일 앱 제작 규정

- 첫 번째 페이지는 아이콘으로 제작한다.

  1. 아이콘 규격

 1) 상표, 로고, 상거래 기관의 로고, 홍보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초상권, 사생활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요소 또는 자료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3)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앱 스토의 규격에 따른다.

- 두 번째 페이지 이상부터 제작한다.

  1. 타인 경멸, 불쾌감, 위협, 명예 훼손, 험담, 성적 콘텐츠, 비속한 표현 등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기존 출시되어 있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한다.

  3.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앱 스토어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4.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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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 참가 방법

1) 참가자는 모바일 앱을 미리 제작 후 발표 영상을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2) 영상은 최대 5분을 넘지 않도록 제작한다.

3) 영상에는 모바일 앱의 제작 과정, 동작 영상과 작품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4) 모바일 앱을 제작하는 장소나 발표 장소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5) 참가 방법 (순서)

 가)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대회 홈페이지에서 링크 클릭) - 8.15까지

 나) 앱 창작, 영상제작 후 이메일로 영상 링크 제출 (hakim@j-it.co.kr) – 8.15까지

5. 심사기준

1) 심사위원은 팀이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팀의 온라인 영상을 보고 평가한다.

2) 점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창의성 & 독창성(40점) 

• 기능의 우수성 & 실생활 적용성 (40점)  

• 표현 능력 (발표, 영상편집) (20점)  

3) 동점자 발생시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한다.

• 1순위 : 창의성 & 독창성 점수가 높은 팀

• 2순위 : 기능의 우수성 & 실생활 적용성 점수가 높은 팀

• 3순위 : 표현 능력 (발표, 영상편집) 점수가 높은 팀

6.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김현아

• 연락처 : 010-2291-6150

• 이메일 : hakim@j-i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