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제15회 서울로봇·드론 경진대회 규정 [드론 레이싱]

Ⅰ. 진행 방식
◦참가 희망 학생의 참가 신청서 접수 (서울로봇고등학교 접수 양식）
◦예선전, 결승전으로 진행
구분

시간

비고

기체검사

09:00 ~ 09:30

드론, 조종기 접수

대회 룰 미팅

09:30 ~ 10:00

대회규정 및 코스설명

연습경기

10:00 ~ 11:00

연습경기（2회）

예선경기

11:00 ~ 12:00

LAB타임 측정(2회)

점심식사

12:00 ~ 13:00

점심식사 및 휴식

본선경기

13:00 ~ 14:00

LAB타임 측정

결과 발표 및 시상

14:00 ~ 14:30

본선결과발표

※ 경기시간, 일정은 경기 진행 상황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Ⅱ. 과제 목표
◦ 드론 레이싱
- 빠르고 안전한 조종능력을 가리는 경기

Ⅲ. 세부 내용 및 규정
1. 공통규정사항
1-1. 참가제한 기능
(GPS,헤드리스모드,자동호버링)
1-2. 조립된 패키지(RTF, BNF) 제품
1-3. 크기: 모터 축간거리 35cm 이하
1-4. 모터 : 브러시리스모터 참가제한
1-5. 배터리: 1S 700mAh 이하

35cm 이하

2. 기체등록
2-1. 대회참가는 본인의 접수한 기체(드론) 1대만 사용할 수 있다.
2-2. 기체등록은 1인당 3대까지 등록할 수 있다.
2-3. 등록되지 않은 기체로 경기진행 중 운영하는 경우 해당선수는 실격처리한다.
2-4. 기체등록시 기체수리 및 검수가 끝난 기체를 등록한다.
2-5. 기체수리가 필요한 경우 심판진에게 이야기한 후 기체를 회수하여 수리한다.
2-6. 경기가 끝나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 후에 등록한다.
2-7. 기체등록시 [드론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는 등록이 제한된다.

3. 경기장규칙
3-1. 규정된 코스를 가장 빨리 통과하는 선수가 우승하는 드론레이싱 경기로
예선전(랩타임), 본선경기(토너먼트)로 진행합니다.
3-2. 모든 경기는 코스를 3바퀴돌아 완주합니다.
3-3. 장애물은 모두 통과해야 하며 한개라도 실패시 해당 경기는 실격 처리
됩니다.
3-4. 스타트 신호 후 2분안에 출발하지 못하면 실격처리 됩니다.
3-5. 경기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실격처리 합니다.
3-6. 기체가 코스이탈시 실격처리 합니다.
3-6. 경기시작 후 3분이상일 경우 실격처리 됩니다.
3-6. 기체가 뒤집혀진 경우 심판이 기체를 원위치 시켜준 후 다시 출발합니다.

4. 예선경기
4-1. 심판의 스타트 신호와 함께 순차출발합니다.
4-2. [예선경기] 예선전 기록은 스타트게이트를 통과할때 시작하여 3바퀴 완
주후 스타트게이트를 통과할때 종료됩니다.

5. 본선경기
5-1. 본선경기는 예선전에서 가장 빨리 통과한 16명의 선수를 선발하여 진행
합니다.
5-2. 심판의 스타트 신호와 함께 동시출발합니다.
5-3. 본선 경기의 순위는 가장 빠른 시간에 통과한 선수 1위, 2위, 3위, 4위
수상자로 정합니다.

6. 경기장

※ 대회상황에 따라 경기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기중 파손된 기체는 대회 측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코스는 대회 당일 현장에서 공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