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속 시간 종목 접속 시간 종목

중고1 MSG 중고3 salad 중고8 허유찬 중고20 로보플레이 오대규 유시현

중고2 바이올렛 중고6 스파클링 중고9 죠스바 중고21 사과

일반1 한다인 일반7 이창민 중고11 투게더 중고22 곽지우 홍채민

일반2 김민찬 일반8 우민석 중고17 붕붕나비카 중고23 붕붕배추카

일반3 김성결 일반9 한명인 중고18 아무거나

일반4 진선우 일반10 이수빈

일반5 옥성민 일반11 정우주

일반6 김장우 초1 쉼표

초2 송준호 초8 이유민 중고4 임영진

초3 허준명 초9 길대영 중고5 신비

초4 김지오 초10 길주원 중고7 박신조

초5 김서현 초11 이우진

초6 김광현 초12 한지현

초7 심성헌 초13 이시영
중고12 정재현 중고15 정세민

중고13 최진원 중고16 황인욱

11시30분 11시30분 중고19 강현서 자율주행

초13 한재민 초18 최준서 중고10 정지훈 자율주행

초14 한지민 중고4 김현우

초15 설재환 중고5 전건

초16 라종윤 중고6 박정후

초17 문태현 중고7 조수민

일반12 한재민 일반13 조수민 드론레이싱

성인1 AUDRO(AUtonomous DROne) 성인2 정관장

성인4 컨티뉴 성인3 스마클6팀

성인5 크라운산도 성인6 마오핑핑

접속 시간 종목 접속 시간 종목

초1 이동훈 초9 이유찬 초19 몽키사비

초2 규현해성 초10 서주찬 초20 티격태격

초3 진겸재윤 초11 현성윤호 초24 유전자

초4 권시현 초12 시한결 초25 송이버섯

초5 김지한 중고1 찬민승환 초26 정의

초6 강동윤 중고2 창현시현

초7 이경빈 중고3 최정오

초8 도현규민

일반15 윤서준 일반17 박시온 드론레이싱A 일반14 이규선

일반16 윤도연 일반18 박연담

초21 시루떡 초23 주연컴퓨터 자율비행

초22 준이와현이

안녕하세요 점검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											
10월 18일과 10월 19일 각각 오전 10시 20분에 로보링크 공지사항에 zoom 회의방 번호와 비번을 올리겠습니다.
점검장의 해당 시간대에 맞춰 접속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속 시 예선전 제출 영상과 똑같은 카메라 위치와 장애물 위치를 만들어주신 후 카메라가 모두 zoom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예선 영상 중에 실시간으로 했을 시 문제가 될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어 반드시 점검에 참여해주셔서 대회 당일에 문제없이 진행할수 있게
꼭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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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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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자율비행

13시30분

10월18일

 점검A  점검B

10시30분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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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사항

1. 카메라 위치를 확인 및 주변 환경 점검

2.장애물 크기 측정

3.장애물 배치 길이

4.대회때 통신속도 꼭확인해주세요.

6. 대회 상세 접속 시간표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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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신 환경 구축이 안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고,

주최측에서는 이부분을 책임지지 않으니   꼭 통신속도를 점검하세요
고정형 카메라를 사용하는 노트북은 되도록 유선을 사용하고
이동형 카메라가 끊기지 않도록 아이피를 다중으로 사용하는것을 자재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자율주행

드론 레이싱

자율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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