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규정>
1. 미세 조정 구간에서 주미를 좌, 우로만 움직여야 하며 앞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몸체가 1/3 이상이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실행시키면 심판은 기록경기를
종료시킵니다.
2. stop 카드와 색상 카드는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로봇에 직접 가져가
인식시켜서는 안 됩니다.
(stop은 정해진 자리에서 치우기만 해야 하고, 색상 카드는 제자리에서 뒤집기만
해야 합니다.)
3. 프로그램 설명은 Stop 지점, 색상 지점, QR 지점을 무작위로 심사위원이
지목하면 프로그램을 잘 보이게 한 후 프로그램 설명합니다. (해당 지점에 맞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해당 지점 점수 및 프로그램 점수는
0점 처리합니다. 반드시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합니다)
4. 반드시 로봇에 외관을 벗기지 말고 구동해주세요. (외관 없이 참가 시 대회
참가 불가)
5, 기존 타이머를 비추는 카메라는 주미가 잘 보이게 이동하면서 촬영해주세요.
로봇이나 사물을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해야 하며 도, 레, 미 소리가
들리게 음성을 켜주세요
(이동 카메라만 음성을 켜주세요)
6. 반드시 도, 레, 미 소리가 난 후 로봇을 조정하거나 장애물을 치울 수 있습니다
소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물을 치우거나 로봇을 만질 경우 심판은
기록경기를 종료시킵니다.
(도레미는 심판의 정지 카운트와 같습니다. 도레미 사운드를 대회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참여하세요)
위 추가 규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꼭 필독하여 참여해주세요.

<주요 공지>
*진행 계획
-경기장 점검10월 18일(월요일)
시간: 10시~15시
장소: zoom 접속 (온라인)
-10월 14일(목요일)에 점검 시간표 공지
-단체로 같은 경기장을 사용할 경우 같은 경기장을 사용하는 참가 학생 리스트를
적어서 contact@robolink.co.kr 메일로 10월12일까지 보내주세요-

- 본선 10월 28일(목요일)
시간: 10시~15시 (대회 상황에 따라 종료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장소: zoom 접속 (온라인)
- 결선 10월 30일(토요일)
시간: 10시~12시 (대회 상황에 따라 종료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장소: 킨텍스 1전시장 1홀 IRC 인공지능 로봇 자율 미션 대회 경기장 (오프라인)

*결과 발표
본선 대회 종료 후 robolink.co.kr 사이트 공지사항에 순위를 발표하며, 1위부터
5위(초등5팀, 중고등 5팀) 까지 선수는 결선 대회에 참가하면 됩니다.
결선일에 심사위원 앞에서 오프라인 결선 경기를 진행하며 이 날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예선, 본선, 결선 세 번의 경기를 거쳐 최종수상자가 결정되며 최종수상자 각 1,
2위 팀은
글로벌 대회 진출권을 받습니다.
글로벌 진출권을 받은 참가자는 당일 오후에 해외팀과 오프라인 경기장을
이용하여 실시간 온라인 대회를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