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  참가구분  인원 규정

로봇창작
초등3~4학년

초등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동일학교 1~3명
로봇수 제한없음

학교당 3팀 출전 가능

 [2022년 제17회 전국학생로봇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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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목설명

  주최 측에서 제시하는 특정 주제에 따라 로봇을 제작하고, 로봇의 각 부분에 대한 동작 원리를 

  PT를 통하여 발표한다.

 2. 경기 목적 

  초·중·고등학생들의 상상력에 과학적 생각을 결합시켜 미래에 대한 전망을 탐색하고 이를 로봇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3. 주제 

  □ 초·중·고등 공통 주제 : “감염병 예방”  

     - 코로나19와 같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로봇

 4. 경기 규정

  4-1. 경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 및 도구, 컴퓨터(노트북)는 참가팀이 각자 준비하여야 한다.

  4-2. 제작 기획서

      - 제작 기획서는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작 기획서는 주제와 관련하여 전시장, 도서관, 연구실, 로봇체험관 방문 등 여러 경

        로를 통해 자료를 준비 한 후 지도교사와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 로봇은 제작 기획서와 부합되는 동작을 해야 한다. 만약, 제작 기획서와 다를 경우 감점된다.  

  4-3. 로봇

      - 로봇제작은 제출한 제작 기획서를 바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각 팀당 시연을 위한 구조물 공간 포함하여 60cm x 90cm 공간을 제공 한다.



        로봇의 크기가 제공된 공간 밖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과다한 경비 지출을 삼가

        한다. (감점요인)

      - 각 참가자는 로봇 테스트에 필요한 공구를 각자 지참해야 하며 전동 공구도 사용 가

        능하다. 단, 전동 공구는 자율 전원이어야 한다.

      - 로봇은 반드시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자율형 로봇을 포함하여야 한다.

  4-4. 제작일지

      - 제작일지는 구체적, 사실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아이디어 회의 내용, 실패한 과정,

        그 과정을 해결해 나가는 경험 및 사진 자료들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 제작일지는 대회 당일 현장 등록시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4-5. 제작을 완료한 창작로봇과 제작일지, PT자료를 대회 측에서 준비한 장소에 전시를

       하고 심사위원 앞에서 발표 및 시연을 하여야 한다.

       팀당 심사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대회당일 심사위원의 결정으로 조정 할 수 있다.

       (예: 발표 2분, 시연1분, 질의 2분) 

  4-6. PT설명 자료는 사전에 준비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5. 심사 기준

  5-1. 총100점 만점으로 독창성(30점), 작품시연 및 설명(20점), 기능성(20점), 제작일지

       (20점), 경제성(10점)으로 구분하여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5-2. 동점인 경우에는 독창성, 작품시연 및 설명, 기능성, 저학년 순으로 순서를 정하며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3. 타 로봇대회의 출품작품으로 출전시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격처리하여

      시상에서 제외한다. 

      (동일 작품여부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6. 시상 기준

  6-1. 순위에 따라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수상자를 선정 한다.

  6-2. 각 학교/학년 부분에서 참가팀이 15팀 이하인 경우는 시상 인원을 축소 할 수 있다.

      (예1: 대상1, 금상1, 은상1, 동상1, 장려상1, 예2: 대상1, 금상 없음, 은상1, 이하 없음)

  6-3. 수상자 선정은 심사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상기관의 결정 및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변경 시 대회홈페이지에 공지 함.



참가대상 □ 초등3~4학년 □ 초등5~6학년 □ 중학교 □ 고등학교

참가팀명 학교명

로봇제목

기능설명

※ 로봇의 간단한 설계도와 각 구성부분의 동작 설명 기재

특 징

※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기존 로봇들과 비교하여 개량된 점 등

2022년 제17회 전국학생로봇경진대회 제작기획서(로봇창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