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서울로봇·드론 경진대회 규정 [로봇 포켓볼]

Ⅰ. 진행 방식
◦참가 희망 학생(팀)의 참가신청서 접수
- 대회당일, 준비기간 동안 만든 로봇 및 SW를 가지고, 노트북을 지참
하며 진행한다. 대회당일 프로그램 수정 및 연습 시간이 주어진다.
※ 1차, 2차 진행하여 2번의 주행에서 높은 점수로 채점한다.
◦팀 구 성 : 학생 2인 1조(단, 한 학교에서 1인만 참가하는 경우에 한해 1
인 1조로 참가할 수 있음)
Ⅱ. 과제 목표
◦참가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탑재시킨 로봇을 이용한다. 3분의 시간동
안 물체의 색을 구분하여 색상별로 지정되어 있는 미션을 수행한다.
이때 감점 미션물체의 경우 지정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Ⅲ. 세부 내용 및 규정
1. 경기 방법
➀ 로봇은 지정된 장소에서 출발하여 3분 동안 미션을 수행한다.
➁ 로봇의 크기는 25cm×25cm×25cm(길이×폭×높이) 이하로 디자인
하여야 한다.
➂ 로봇은 Start지역을 벗어나면 프로그램에 의해 모양이나 크기의
변경이 가능하다.
➃ 미션 물체는 WRO브릭세트 레고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미션 물체의 크기는 약 48mm * 48mm * 48mm 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차범위

± 2mm)

➄ 경기장에 배치되는 물체의 개수는 총 10개이며 색상별 개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아래 a, b항 참고)
a. 빨간색 물체, 파란색 물체 : 각 3개씩 (합 6개)
b. 노란색 물체, 초록색 물체 : 각 2개씩 (합 4개)
➅ 센서를 이용하여 3가지 색상 물체 (빨강, 파랑, 노랑)의 지정된

미션을 수행하면 각각 지정된 점수를 획득한다. 각 세부조항은
아래와 같다.
A. 빨간색 물체 : Red Zone에 운반한다. (10점)
B. 파란색 물체 : Blue Zone에 운반한다. (10점)
C. 노란색 물체 : 별도의 운반은 하지 않으며, 검정색 라인에서
벗어나게끔 위치를 이동시킨다. (10점)
D. 초록색 물체 : 물체의 어느 한 부분이 지정위치의 노란색 라인
밖으로 벗어난 경우 감점한다. (-15점)
⑦ 채점주행 시작 전 로봇을 제출 한 후 추첨을 통해 10개의 물체가
놓일 위치를 결정한다. (미션 물체의 위치는 대회당일 심판이 결정)
⑧ 빨간색 물체와 파란색 물체의 경우 운반한 위치의 색상 구분이 틀린
경우 개당 -10점의 점수를 감점한다.
⑨ 노란색 물체가 검정색 라인에서 온전히 벗어나면 개당 10점을
획득한다. 검정색 라인과 일부라도 맞닿아 있는 경우 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⑩ 초록색 물체가 지정 위치를 벗어나면 개당 –15점의 감점이 있다.
⑪ 운반하는 모든 물체를 한 번에 가져와 미션을 해결할 수 있다.
⑫ 경기장 바닥의 검은색 라인을 따라가는 것을 강제하지 않는다.
⑬ 로봇의 모든 바퀴가 경기장에서 벗어나는 경우 실격처리 된다.
* 실격 직전까지 수행한 점수를 채점한다.

경기장 이미지

물체 규격

물체 지정위치

Blue Zone (외벽색상 Black)

Red Zone (외벽색상 White)

2. 경기 규정
1) 일반 규정
➀ 한 경기마다 3분의 미션 수행 시간이 주어진다. 다만 아래의 a, b, c항
과 같은 경우 심판은 먼저 참가팀에 경기 종료를 알리고 이의가 없
을 경우 경기를 중단 시킬 수 있으며, 그때까지 획득한 점수가 해당 주
행의 최종 점수가 된다.
a. 경기 시작 후 로봇이 10초 이상 동작이 되지 않을 경우
b. 미션 수행과 관계없는 동작을 반복할 경우
c. 더 이상 미션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로봇의 어떠한 부분이라도“Start”영역의 구획선을 넘는 순간 경기
시간은 카운트 된다.
③ 카운트가 시작 된 후 로봇이 미션을 완료하였다고 판단한 선수가
“정지”를 외쳤을 때 시간카운트를 종료 후 주행시간을 기록한다.
④ 3분이 경과하거나, 기술적인(“➀의 a, b, c항” 내용 참고) 문제로 경기
가 종료되었을 때 기록된 시간이 팀의 최종 미션 수행 시간이 된다.

⑤ 총 2번의 주행을 하여 1차와 2차 주행 중 높은 점수를 이용하여 채점 한다.
⑥ 경기 중에는 모션 키트의 하드웨어를 추가, 제거, 교환, 변경 등을 할 수 없다.
⑦ 1차, 2차 주행 전 각각 1시간 연습시간이 주어진다. (상황에 따라 시간
이 변경 될 수 있다). 이때 로봇과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다.
⑧ 로봇이 잘 못 출발 하면 경기 시작 후 3초 이내에 각 주행 당 1번에 한하여
다시 출발할 수 있다. 이때 참가자는 “멈춤”이라고 해야 한다.
⑨ 로봇은 자율주행 로봇형태이여야 하며, 무선통신에 의한 조정은 실격
처리가 되고, 경기 시작과 동시에 출발 버튼을 누르면 참가자는 어떠
한 조작도 할 수 없다.
2) 하드웨어 규정
① 로봇의 허용 크기는 25cm×25cm×25cm(길이×폭×높이) 이하이다.
② 로봇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는 EV3 또는 NXT 중 1종류, 1개만 사용할
수 있다.
③ Mindstorms(EV3 또는 NXT) 컨트롤러는 1개만 사용한다. 모터 및 센서
는 정해진 키트(아래 1. 개발 장비 참고)의 구성 부품만 사용가능하며
사용 수량 제한은 없다. 그 외의 다른 브릭은 LEGO 부품을 혼합하
여 사용할 수 있다.
사용가능 센서 : 컬러센서, 빛센서, 초음파센서, 자이로센서, 터치센서
* EV3나 NXT에 포함되지 않은 센서는 사용할 수 없음
* 멀티플렉서, 스플리터와 같은 LEGO 이외의 어떠한 부품도 사용 할
수 없으며, LEGO에서 정식 출시되는 제품만 사용가능

3) 점수규정
상세조항

각 포인트

총 점

Red Zone

10

30

Blue Zone

-10

Blue Zone

10

Red Zone

-10

노란색 물체

검정색 라인을 온전히 벗어난 상태

10

초록색 물체

초록색 물체가 놓인 위치를 벗어남

-15

빨간색 물체

파란색 물체

최고점수

30

20

80

4) 동점자 처리 기준
① 1, 2차 주행 중 높은 점수를 사용하여 순위를 가린다. 점수가 같은 팀은
해당 주행의 수행시간을 비교하여 시간이 빠른 팀이 승리하게 된다.
② 만일 수행시간도 동일하면 낮은 점수 주행의 수행 점수 및 시간을
이용하여 순위를 가린다. 수행 점수가 수행 시간보다 우선한다.
③ 위 ①, ②번 항목으로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션 키트의
무게가 가벼운 팀이 우승한다.

Ⅳ. 개발 장비 사양
1. 개발 장비 :
LEGO Mindstorms NXT 9797 + NXT Resource set 9695
LEGO Mindstorms EV3 코어세트 45544 + EV3 익스펜션세트 45560
2. 주요 구성품(HW)

Mindstorms 컨트롤러는 1개만 사용하고 모터 및 센서는 정해진 키트의
구성 부품만 사용가능하며 사용 수량 제한은 없다. 그 외는 다른 LEGO
부품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LEGO 이외의 부품은 사용 할 수 없음)
원격조종은 불가하며, 자율주행만 가능하다.
3. 개발 환경(SW) 예시 <소프트웨어 사용제한이 없음>
1) 소프트웨어 환경 소개 (LME EV3 Software)
플로우차트 형태의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인 그래픽 프로그램
조건문, 반복문, 멀티태스킹, 센서데이터 연산, 변수연산 가능.
48가지 단계별 학습지침이 내장되어 있어서 학습이 용이

2) 소프트웨어 환경 소개 (ROBOTC)
- ROBOTC는 카네기-멜론 대학에서 개발한 ROBOT 프로그래밍 전용
C언어 환경
- 체계적인 API구성과 행 단위 디버깅 기능 등 실제 C언어 운용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
- 자체 IDE 및 유틸리티, 다양한 예제의 제공을 통해 C언어
프로그래밍에 최적의 솔루션

3) WRO 브릭 세트
- 경기에 필요한 브릭 세트입니다.
- 하나의 상자에 있는 브릭은 경기를 위한 모든 구조물을 구성하기에
충분합니다.
- 부품 전체 724개

Ⅴ. 경기장
1. 경기장 구성 ( 크기: 1200x2400mm 오차범위 ±10mm, 외벽 없음 )

- 10곳의 모든 지정 위치에 놓일 물체의 위치별 색상은 대회당일 심판이
랜덤으로 추첨하여 결정 한다.
- 10개의 모든 물체는 경기장에 표시된 지정 위치에 놓인다.
(5mm 폭의 노란색 선으로 구성된 네모 표시가 물체를 놓는 지정 위치 )
- 경기장의 외부에 벽은 없다.
- 검은색 라인의 두께는 25mm 이다.
- 경기장은 지면에 설치되며, 5mm 두께의 포멕스 위에 놓여진다.

2. Red Zone (White 외벽), Blue Zone (Black 외벽)

<Red, Blue Zone 외벽 치수＞

- Red Zone (White 외벽)과 Blue Zone (Black 외벽)은 WRO 브릭세트의 레고
블록으로 약 20mm 높이로 테두리가 되어 있다.
- Red, Blue Zone의 외벽은 양면테이프를 사용하여 경기장에 부착된다.
Ⅵ. 규정의 개정과 해석
- 원활한 대회 운영과 추후 발생 가능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부
규정이 바뀔 수 있으며, 규정에 관한 모든 해석은 대회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