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 행사 안내
◈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중심의 온라인 소프트웨어(SW)교육
캠페인 전개를 통해, 범사회적 親SW문화의 확산 및 SW교육 활성화 붐 조성

□ 행사 개요
ㅇ (운영기간) ’18. 6. 11.(월) ~ 6. 24.(일) ( 2주간 )
ㅇ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ㅇ (주관) 한국과학창의재단, 커넥트재단, ㈜메이저코드, ㈜코다임
ㅇ (후원) ㈜쿠팡, ㈜아이엠티처, ㈜라인, ㈜로드컴플리트, ㈜넥슨,
NHN, ㈜스마일 게이트, ㈜우아한 형제들(총 8개 기업)
ㅇ (참가대상) SW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누구나 (참가비 무료)
ㅇ (주요내용)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게임형태로 쉽고 재밌게 배우는
블록 및 텍스트코딩, 알고리즘 설계, IT기업 개발자 채용시험 체험
ㅇ (참여방법) ① SW중심사회포털(www.software.kr) 내 온라인 코딩파티 접속
② 네이버 포털에서 ‘온라인 코딩파티’ 검색을 통한 미션 접속
③ 미션URL 직접 접속
* 엔트리(http://www.playsw.or.kr/party18s), 코들리(https://codly.co.kr/codingparty/201801),
텍스트 코딩(https://codingparty.goorm.io)

□ (참고) 2017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 행사결과
ㅇ (기간) ’17. 10. 23.(월) ~ 11. 5.(일) (2주간)
ㅇ (참가규모) 매년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별 참가인원이 증가하여
2017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 때 가장 많은 410,152명 참가
ㅇ (주요내용) 블록 코딩 기반의 SW 알고리즘 설계 미션
< ’15 ~ ’17 온라인 코딩파티 참가 현황 (단위 : 명) >
구분
참가인원
합계

2015년
시즌1
시즌2
68,129
58,110
126,239

2016년
시즌1
시즌2
164,597
217,951
382,548

2017년
시즌1
시즌2
290,793
410,152
700,945

□ 온라인 코딩파티 세부내용
ㅇ (엔트리 미션) 메이플스토리 캐릭터 ‘핑크빈’이 모험을 떠나는 내용으로
단계별로 순차·반복·조건 개념을 배우는 블록코딩 미션
ㅇ 핑크빈의 마을탐험 ‘헤네시스’(15단계)
- (수준) 입문(초1~4학년)
- (내용) 기본 순차 · 반복개념
ㅇ 핑크빈의 숲속탐험 ‘엘리니아’(15단계)
- (수준) 초 · 중급(초 · 중학생)
- (내용) 초급부터 중급까지의 순차 · 반복·조건
ㅇ 핑크빈의 폐광탐험 ‘엘나스’(12단계)
- (수준) 고급(중학생 이상)
- (내용) 고급 순차 · 조건 개념

ㅇ (코들리 미션) 주인공 ‘핑코’와 캠핑을 떠나는 내용의 단계별 블록
코딩 미션, 직접 미션 만들기 및 공유, 단어 검색 알고리즘 체험
ㅇ 미로찾기(초급, 중급 각 15단계)
- (수준) 초·중급(초·중학생)
- (개념) 순차·반복·조건 개념
ㅇ 미로만들기 및 공유
- (수준) 초·중급(초·중학생)
- (내용) 스스로 미로 미션 만들기 및 다른
참가자가 만든 미로 미션 도전
ㅇ 단어 검색 알고리즘(15단계)
- (수준) 고급(중학생 이상)
- (내용) 블록코딩으로 검색 알고리즘 설계

ㅇ (파이썬 미션) 크루세이터 케스트의 캐릭터가 용사로 성장하는
내용으로 파이썬을 활용한 단계별 텍스트 코딩 미션
ㅇ 자바스크립트 미션
- (수준) 중학생 이상
- (내용) 자바스크립트를 통한 미션 해결
ㅇ 교사 지원도구
-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활용 수업 지원

ㅇ (나도 프로그래머다! 미션) 실제 IT기업들의 개발자 채용을 위한
코딩시험 문제에 도전하여 자신의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ㅇ 실제 기업 채용 시험 해결(5개)
- (수준)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관련 전공자
- (참여기업) 쿠팡, 아이엠티처, 라인, NHN,
스마일게이트, 우아한형제들

□ 홍보계획
ㅇ (온라인 안내) SW중심사회포털(www.software.kr) 게시(5월5주) 및 SNS
활용 홍보(6.7.), 아이엠티처 및 아이엠스쿨* 알림장 앱에 배너 게시
* 아이엠스쿨(학교 15천개·학부모 400만명 사용), 아이엠티처(교사 1만명 사용)

ㅇ (보도자료) 행사 안내 내용으로 보도자료 배포( 6.8.(금) )
ㅇ (온라인 이벤트) 초대하기, 자랑하기, 응답하기 이벤트(페이스북·블로그)
* 페이스북(www.facebook.com/Kofac.swedu), 블로그(blog.naver.com/scienceall1)

- (초대하기) 초대장을 공유하고 URL을 남기면 추첨으로 경품 제공(6. 5∼24)
- (자랑하기) 미션성공 인증서를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 제공(6.11∼24)
- (응답하기)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 제공(6.11∼24)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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