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   목 참가구분 인원 규정

미로레이싱 초등1~3학년

초등4~6학년

동일학교 1명

로봇 수 1대

학교당 3팀 출전 가능

※ 본 규정은 최종 버전이 아니므로 내용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2022년 제17회 전국학생로봇경진대회]

 1. 종목 설명

    안드로이드 환경의 로봇코딩 프로그램으로 로봇을 제어하여 미로를 탈출하는 경기

 2. 경기 목적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코딩으로 로봇을 구동하는 과정을 통해 컴퓨팅사고력(CT) 

    을 통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데 있다.

 3. 로봇 규정

  □ 참가자는 다음에 규정된 로봇을 “사전 준비” 하여 각자 지참한다.

  3-1. 로봇 크기는 로봇의 전원을 OFF한 상태에서 길이9cm×폭9cm×높이5cm로 한다.

  3-2. 대회장 여건으로 외부전원은 지원하지 않는다.

      (로봇과 노트북 또는 스마트기기의 전원 충전 장비(보조 배터리)를 각자 준비하여야 

한다.)

  3-3. 로봇과 노트북 또는 스마트기기와의 통신은 블루투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4. 로봇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 할 수 있다.

  3-5. 사용할 수 있는 부속은 각 DC모터2개(모터형식 제한없음), 바퀴2개, 적외선센서4개, 

      LED2개, 빛센서1개, 스피커1개, 3축 자이로센서 1개, 집게(그리퍼)1 이하이다.

      미로 찾기용 커버는 사용할 수 없다.

 

 4. 경기장 규정

  4-1. 경기장은 대회 주최 측이 정한 일정한 규격 90cm×90cm 내의 바닥판과 가로 9cm×

       폭0.6cm×높이2.5cm의 흰색 가림판을 연결하여 구성한다.

       미로의 간격은 9cm이내이다.

  4-2. 경기장 바닥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며,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제작한다.

  4-3. 경기장에는 미션을 수행하여야 할 구간이 있으며 미션을 수행할 구간과 내용은 대회 

       당일 현장에서 공개한다.



【미션 점수로 인정】 【미션 점수로 불인정】

  4-4. 목표물의 크기는 3cm×4.2cm×5cm(밑지름×위지름×높이) 이내의 여러 형태로 주어진다.

       (목표물 종이컵 모양)

  4-5. 목표물 이동구역은 10cm×10cm 이내이다.

             

            【위 경기장은 예시로 대회당일 변경된다.】

 5. 경기 방법

  5-1. 1회 경기당 제한 시간은 2분이다.

  5-2. 미션을 수행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후 미로를 탈출한 시간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5-3. 목표물은 목표물 이동구역을 완전히 통과해야만 점수로 인정된다.

       (목표물이 라인에 물릴 경우 점수로 인정되지 않음)

  5-4. 주행시간 계측은 로봇이 최초 출발 지점을 통과한 시점부터 도착지점을 최종 통과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으로 하며 1/100초까지 측정한다. 

  5-5. 주행시간 및 미션 점수 측정은 2회 주행기록 중 좋은 기록을 공인기록으로 한다.  

  5-6. 최종 미션과 미션 위치는 대회 당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경기 규정

  6-1. 경기 시작 후 심사위원의 허락 없이 로봇을 만져서는 안 된다.

  6-2. 대회 진행 중 심사 및 다른 학생에게 방해되는 행위 (Ex. 소란, 잡담, 컨닝, 자리이탈) 시 

       퇴장 조치 될 수 있다. 

  6-3. 경기 도중 로봇의 하드웨어 추가, 제거, 교환, 변경 등을 할 수 없다.

  6-4. 경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 및 도구, 컴퓨터(노트북), 스마트폰은 참가팀이 각자 준비하여

       야 한다.

  6-5. 기타 정해지지 않은 규정은 경기 당일 심사위원회를 통해 협의하여 공지한다.

 7. 심사 기준 

  7-1. 심사기준은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 제1순위 : 미션 수행 점수가 높은 경우

        - 제2순위 : 주행 시간이 빠른 경우

        - 제3순위 : 1차 주행 시간이 빠른 경우

  7-2.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8. 시상 기준

  8-1. 순위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수상자를 선정 한다.

  8-2. 각 학교/학년 부분에서 참가팀이 15팀 이하인 경우 시상 인원을 축소 할 수 있다.

      (예1: 금상1, 은상1, 동상1, 장려상1, 예2: 금상1, 은상1, 이하 없음)

  8-3. 수상자 선정은 심사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상기관의 결정 및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대회홈페이지에 공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