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구로봇페스티벌 대회 경기 요강
※ 본 경기규정은 최종본이 아니며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작물의
크기 및 무게 등은 아직 테스트가 진행 중이므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미션창작로봇
(1) 종목설명
창의적으로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로봇을 제작해 정해진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자원이 놓여있는 안전지역에서 A, B, C, D 구역으로 옮겨야 하는 경기로서 창의
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로봇 타입을 개발 응용해 첨단 지능로봇 기술과 로봇의 동작
패턴을 겨루는 경기
(2) 참가조건
① 초등부 / 중.고등부
(3) 경기방법
① 사전 제작된 로봇 또는 당일 수정, 제작 가능한 로봇으로 진행한다.
② 참가팀은 순번에 의해 진행하며 제한시간 안에 안전구역에서 지정된 구역으로
자원을 많이 옮기고 옮긴 자원 점수 합산이 가장 높은 팀이 승리하는 경기이다.
③ 자원은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에 정확히 옮겨야 한다.
④ 등록된 로봇으로 출전해야하며 등록되지 않는 로봇으로 경기시 실격패로 한다.
⑤ 로봇은 사전 제작하며 로봇 수리나 프로그램에 필요한 사항은 본인이 준비한다.
⑥ 로봇 조종 통신 방법은 제한이 없다.
⑦ 미션물을 지정된 곳외 옮길 경우 감점 된다.
(4) 로봇규정
① 로봇은 사전 제작하여 참가하며 당일 추가 제작도 가능하다.
② 로봇구동은 제한 없으며, 프로그램도 사전 제작이 가능하다.
로봇을 제작 완료하지 못한 경우 경기장에서 제작 가능하나 별도 장소는 제공
하지 않고 주어지는 시간은 연습시간에 포함한다.
③ 로봇의 크기, 모터 수, 토크는 제한 없으며, 전원부 포함 무게는 2.0kg미만(조종
기 제외)으로 한다.
④ 독립 전원을 사용한 자율 이동형 로봇이어야 하며(연소기관 사용금지) 전원은
제한 없다.
⑤ 그 외 모든 규정에 위배되는 로봇은 실격처리가 되며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로봇에 사용되는 센서나 미션 수행에 필요한 장착품은 제한은 없다.

(5) 경기규정
① 로봇은 조작은 조종기로만 사용해야 한다. (통신규정은 제한없음)
1) 통신혼선으로 인한 오동작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② 경기방식은 제한시간 안에 안전구역에서 지정된 구역으로 자원을 옮겨 옮긴
자원의 점수의 합으로 순위 결정이 이루어진다.
③ 자원은 안전지역에 섞여 있고 자원은 사전 공개한다.
④ 미션, 진행 도중 경기장 밖, 위험지역으로 자원이 떨어질 경우 그 자원의 배정
된 점수 만큼 최종 점수에서 감점 한다.
⑤ 모든 자원은 심판의 허가 없이 터치할 경우 경기는 멈추고 그 때까지 옮긴
자원 점수를 최종 점수로 한다.
⑥ 각 구역별 자원 배점
1) A 구역 : 플라스틱공(40mm,), 스폰지 정육면체(5x5x5mm,7g) 각 2점
2) B 구역 : 플라스틱 주사위(30x30x30mm), 고리 달린 추(30g) 각 3점
3) C 구역 : 골프공, 육각볼트(M6, 25mm) 각 4점
4) D 구역 : 쇠구슬 6점
5) 폭 탄 : 무조건 감점 5점
⑦ 경기 제한시간은 5분으로 정한다.
⑧ 경기도중 로봇이 불능이 될 경우 경기는 중단 되고 그때까지의 자원으로 점수로 한다.

(5) 경기장규정
① 경기장의 세부 규격과 시작 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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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방법
① 제한시간에 안전지역에서 지정된 지점으로 많은 자원을 옮기고 각 지점으로
옮긴의 자원의 점수를 합산으로 순위를 정한다.
② 동점자 처리는 1순위 높은 점수의 자원이 많은 팀
2순위 1순위 다음 점수의 자원이 많은 팀
3순위 2순위 다음 점수의 자원이 많은 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