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제15회 서울로봇·드론 경진대회 규정 [FLL CHALLENGE부문]

* 해당 문서는 요약본이며,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제15회 서울로봇
드론경진대회 FLL CHALLENGE 로봇게임규정집’을 참조한다.
* 본 대회 진행에 요약본과 규정집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학교 홈페이지
‘제15회 서울로봇드론경진대회 FLL CHALLENGE 로봇게임규정집’이 우
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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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과제 목표
◦참가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탑재시킨 로봇을 이용한다. 2분30초의 시
간동안 단계별로 지정되어 있는 미션을 수행한다.
Ⅲ. 세부 내용 및 규정
1. 경기 방법 세부 규정
1) 경기장 레이아웃

2) 미션
① M00 장비 검사 보너스
모든 장비가 소형점검 구역에 위치한 경우 25점
② M02 스텝 카운터
로봇이 스텝 카운터를 천천히, 일정하게 밉니다. 많이 걸을수록
좋습니다.
포인터의 하단이 가리키는 색상이 마젠타(10점), 노랑(15점), 파랑
(20점)
③ M04 벤치
로봇이 등받이를 제거하고, 벤치를 평평하게 하며, 큐브를 홉스코
치 공간에 넣습니다.
⸱ 벤치가 평평하게 내려간 경우: 10점
⸱ 벤치가 평평하게 내려가고, 홉스코치 공간에 큐브가 있고, 큐브가
매트에 닿아 있는 경우: 각 공간마다 10점
⸱ 등받이가 양쪽 구멍에서 완전히 빠진 경우: 15점
④ M05 농구
로봇이 기둥을 따라 상자를 들어올리고 그 안에 큐브를 넣습니다.
⸱ 상자안에 큐브가 있는 경우: 15점
⸱ 상자가 중간 높이의 흰색 스토퍼에 놓여 있는 경우: 15점
⸱ 상자가 최고 높이의 흰색 스토퍼에 놓여 있는 경우: 25점
⑤ M06 철봉 (로봇댄스와 2개 중 하나 선택)
로봇은 언제든지 철봉 아래를 완전히 통과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
개로 경기 종료시에 로봇이 철봉 바(bar)에 매달려 매트로부터 떨
어져 있습니다.
⸱ 로봇이 언제든지 철봉의 수직 프레임을 완전히 통과한 경우 : 최
대 15 점
⸱ 경기 종료시 로봇이 철봉 바(bar)에 매달려 100% 매트에서 떨어
진 경우: 30점
⑥ M07 로봇댄스(철봉과 2개 중 하나 선택)
경기 종료시 로봇이 댄스 플로어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 경기 종료시 로봇 컨트롤러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댄스 플로어에

서 “댄싱” 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20점
⑦ M11 러닝머신
로봇이 롤러를 돌려 포인터를 시계방향으로 가능한 멀리 이동시킵
니다.
⸱ y 로봇이 롤러를 회전시켜 포인터가 가리키는 색에 따라 점수 획
득 회색 : 5점, 빨강 : 10점, 주황 : 15점, 노랑 : 20점, 연두 : 25
점, 초록 : 30점
⑧ M14 헬스 기구
로봇은 경기장에 있는 헬스 기구를 모아 목표 구역으로 이동시킵니
다. 헬스 기구가:
⸱ RePLAY 로고 또는 벤치 주변의 회색 영역에 닿아 있습니다: 각
5점
⸱ 그림 같이 철봉 기둥에 걸려 있고 - 최대 4개 - 어떤 장비와도
닿아 있지 않습니다: 각 10점
⑨ M15 정밀토근
홈 밖에서 로봇을 중단 시키는 횟수가 적을수록 더 많은 점수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 경기장에 남아 있는 정밀 토큰의 수 1: 5점, 2: 10점, 3: 20점, 4:
30점, 5: 45점, 6: 60점
⑩ 순서에 관계없이 미션을 해결할 수 있다.
3) 장비
모든 장비는 레고로 제작되어야 하며, 원래 공장에서 제작된 상태여야
합니다.
예외 1: 레고 스트링과 튜브의 길이는 자를 수 있습니다.
예외 2: 숨겨진 곳에 식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장에서 만든 윈드업(wind-up)/풀백(pull-back) “모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추가/중복 미션 모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LEGO 부품(비전기적)은 어떤 세트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립 부품만을 사용합니다- 포장, 의류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스티커는 원래 LEGO 조립도에 지시한 대로만 허용됩니다.
⸱ 프로그램을 적은 종이 한장만 허용되고, 장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LEGO 전기 장치는 여기 설명된 것만 허용됩니다(아래 그림의 LEGO
Education SPIKE™ Prime과 MINDSTORMS® EV3, NXT, RCX).

4) 소프트웨어와 컨트롤
⸱ 컨트롤러에 다운로드된 프로그램만으로 움직이도록(자체적으로) 로봇
이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 경기장에서는 리모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블루투스를 끕니다.
5) 로봇
컨트롤러와 장비는 손으로 결합하였으며, 손으로만 컨트롤러와 장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6) 미션 모형
여러분이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현장에 있는 레고 모형.
7) 미션
점수를 얻기 위하여 완료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활동. 원하는 순서대
로 시도합니다.
8) 경기
두 팀은 남북이 연결된 두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때, 2분 30초동안 로

봇은 출발, 복귀를 반복하며 가능한 많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
도합니다.
9) 자세한 사항은 제15회 서울로봇드론경진대회 FLL CHALLENGE 로봇게
임규정집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