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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배우고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주소창에서 S히어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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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

소프트웨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선물합니다

2019년
창작주제

대회
진행과정

대회 참여하는 누구나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신만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시상내역

총 6,900만원 상당의 상금과 부상

세상에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
(교육, 건강, 의료, 지역사회, 환경, 안전)

삼성전자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는
여러분의 소프트웨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구현 방법은 물론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멘토가 됩니다.

세상에 도움을 주려면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할까요?
교육, 건강, 의료, 지역사회, 환경, 안전
주변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을
남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창의적인 문제 접근 방식으로

대회가 끝난 후에도 우수 참가팀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주세요.
나와 가족, 친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대회
주요 일정

대회
참여방법

4~5월

6~7월

8월

예선 접수

본선 심사

부트캠프

2019.04.29(월)~05.23(목)

구분

시상내역

부상

대상

전체 1팀

1,100만원 (학생 1,000 + 교사 100)
해외 컨퍼런스

최우수상

초·중·고 각 1팀

각 600만원 (학생 500 + 교사 100)
해외 컨퍼런스

우수상

초·중·고 각 2팀

각 400만원 (학생 300 + 교사 100)

(교육, 건강, 의료, 지역사회, 환경, 안전)

장려상

초·중·고 각 2팀

각 200만원 (학생 100 + 교사 100)

예선
https:// www.juniorsw.com/Cup 홈페이지 접수
접수방법 회원가입 후 주제에 맞는
아이디어(개발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예선 접수 마감 2019. 05. 23(목)

특별상

초·중·고 각 2팀

각 50만원

공감상

온라인투표 1팀

100만원

소프트웨어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고 좋아하는

총 7개월 간 진행되는 삼성전자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에서는

청소년이라면 삼성전자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를 통해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소프트웨어가 멋지게 완성되도록

누구나 ‘S히어로즈’가 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단계, 전문가, 멘토 그리고 전국의 친구들이 함께 합니다.

대상

전국 초등학교(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학교가 달라도 팀으로 지원 가능

6,7월 중

2019.08.09(금)~08.11(일)

9~10월

결선 접수

9, 10월 중

10월

결선 심사

10월 중

11월

시 상 식

11월 중

S히어로가 되는 방법!

학생 개인 또는 팀(최대 3명)
+ 지도교사(1명)

지원분야 프로그래밍 언어 · 결과물 형태 제한 없음

주제

세상에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

후속
프로그램

미래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을 위한
지원은 대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됩니다.

해외 컨퍼런스 참가지원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팀은 해외 컨퍼런스 탐방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삼성전자 주니어 소프트웨어 히어로즈(멤버십)
수상팀 학생들에게는 삼성전자 주니어 소프트웨어 히어로즈(멤버십)
참여 자격과 방학 중 심화교육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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