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C 자율주행



장애물

가로 : 113cm (오차범위 111~115cm)
세로 : 200cm (오차범위 198~202cm)

오차범위 :  가로 x 세로 ±2cm

1. QR 카드 & 박스 2. STOP 카드 & 색상 카드 3. 미로 벽 & 핀 4. 미션 맵

건물 QR 카드 x 1set (4개)

방향 QR 박스 x 1개

가로 x 세로 (5cm x 5cm)
오차범위 :  가로 x 세로 ±0.5cm 

가로 x 세로 x 높이 (5cm x 5cm x 5cm)
오차범위 :  가로 x 세로 ±0.5cm 

STOP 카드 x 1개

색상 카드 x 1장 [앞(빨강) 뒤(초록)]

가로 x 세로 (7.5cm x 7.5cm) 노란색 표시된 크기
오차범위 :  가로 x 세로 ±0.5cm 

가로 x 세로 ( 10cm x 10cm )
오차범위 :  가로 x 세로 ±0.5cm 

미로 핀 x 42개

가로 x 세로 x 높이 (1.2cm x 16.7cm x 5 cm)
오차범위 :  가로 x 세로 x 높이 ±0.5cm 

가로 x 세로 x 높이 (1.2cm x 1.2cm x 5cm)
오차범위 :  가로 x 세로 ±0.5cm 

미로 벽 x 43개

1.2 cm

5 cm

5 cm

*장애물은 직접 제작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작 시 모든 제작물은 재질 상관없이 길이만 맞추어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맵에 미션이 진행되는 모든 검정색 부분과 QR건물은 정확히 표기하셔야 합니다. 그 외 장식이니 편하게 꾸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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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션이 위처럼

주어진다면 오른쪽과

같이 준비합니다.

장소

방향

준비하기 (예시)

로봇이 주어진 방향 QR 미션(       )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에 맞게 박스를 이 곳에 둡니다.

로봇이 주어진 색상 카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빨간색이 앞으로 오도록 하여 이 곳에 둡니다.

로봇이 주어진 STOP 카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Stop 표시가 앞으로 오도록 하여 이 곳에 둡니다.

로봇이 주어진 건물 QR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QR 카드를 로봇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합니다.

~01 43

~01 42

로봇이 주어진 챌린지 B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위치에 미로 벽과 핀을 배치합니다.

벽은 43개 핀은 42개 가 필요합니다.

=>

=>



미션 맵 치수

mm단위

치수 표시맵 기본 도면



경기순서

챌린지 A

QR 코드 빌딩을 읽으면

로봇이 특정 위치를 통과할 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앞 통과 : 5점

▶ 공장 앞 통과 : 5점

▶ 박물관 앞 통과 : 5점

▶ 건물 앞 통과 : 5점

방문 QR빌딩 장소 : 20점

▶통과구간 1 : 5점

▶통과구간 2 : 5점

▶통과구간 3 : 5점

STOP(중지) 기호: 20점

●신호등통과구간 : 10점

▶통과 QR코드구간 : 15점

▶왼쪽또는오른쪽결승점도착: 10점

최대포인트: 35점최대 포인트: 40점 최대포인트: 55점

가산점: 결승점에도착한뒤

로봇이춤을추면

10점추가획득합니다.

가산점: 방문한건물과방향을 OLED에

표시하면 10점을추가획득합니다. 

획득가능한최대포인트 : 130점

챌린지 B 챌린지 C



예선규정
1. 로봇 규정

1) 로봇의 종류는 코딩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주행 로봇이어야 합니다.
2) 로봇의 제작은 출시된 완제품을 현장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3) 로봇의 크기는 10cm x 7cm x 8cm (가로 x 세로 x 높이) 이내
4) 로봇의 전원은 자율 이동형 독립전원을 사용하여야 하고, 연소 기관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로봇의 전원 용량은 3.7V 1000mAh 이하입니다.
6) 로봇은 반드시 프로그램을 통한 자율주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일체의 조작을 해서는 안됩니다.

2. 프로그램
1) 초등( Blockly, 파이썬 ) / 중등·고등( 파이썬 ) 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해야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 사용 시 실격

3. 경기장
1) 경기장 규정에 맞춰 경기장을 설치해야 하며 대회 중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만져서는 안됩니다.
2) 코딩을 실행하는 컴퓨터는 심판이 잘 보일 수 있게 배치합니다.
3) START 지점에서 벗어나면 안되며 정확히 로봇의 몸체 전부가 전방에 있는 흰색 선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벗어나서 출발 시 부정출발로 인정하고 바로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예선 영상 제출만 적용)
4) 경기중 진행 경로를 이탈하면 이전까지 완료한 미션에 대한 점수만을 획득하며, 경기는 종료됩니다.
5) 로봇은 시작할 때와 종료되었을 때만 참가자가 만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만질 경우 경기는 바로 종료됩니다.

(단, 2번의 재조정 지점은 예외 입니다)

4. 카메라

카메라는 2개를 준비합니다.
1) 첫 번째 카메라 배치는 고정형 카메라로 자율주행 경기장이 한 눈에 보일 수 있게 위에서 아래로 전체를 촬영합니다
2) 두 번째 카메라 배치는 이동형 카메라로 경기장 점검, 구동 시 타이머, 프로그램 설명 순서로 보이게 촬영합니다.



예선 대회 경기 규정

이 대회는 완전히 자율주행으로 이루어진 챌린지이며, 로봇이 START 지점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FINISH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재조정 지점(STOP 지점, 빨간 카드 지점)외 중간에 로봇을 만질 수 없습니다. 

이 챌린지는 3 챌린지로 나뉩니다.

챌린지 A. QR코드 주차 미션 B. STOP신호 주행 과제 C. 신호등 및 QR 의사결정 과제

각 챌린지는 점수를 얻기 위한 목표와 추가점수를 위한 몇 가지의 선택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
• 제한시간 안에 가능한 높은 점수를 목표로 가능한 빠른 시간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반드시 도로와 검은 선을 통해서만 결승선을 통과해야 하며, 잔디밭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1. <목적>

이것은 시간제 경기이며, 대회의 목적은 경기장 순서에 맞추어 진행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2. <제한시간 및 도전횟수>

10분 동안 원하는 만큼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2번의 시도만 점수가 측정됩니다.
각 시도 시 STOP 지점과 빨간 카드 지점 2곳에서 로봇의 위치를 다시 잡는 재조정 지점이 존재하며 로봇이 완전히 정지 후 전방 위치를 감지하고 도레미 사운드가 나온 후
한 번씩만 로봇을 만져 재조정할 수 있고, 이때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시킬 수 있으며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시도가 점수에 포함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시작 전에 도전하겠다고 큰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a. START 지점에서 출발 후 손으로 로봇을 만지는 순간 종료 처리 됩니다. 절대 종료되기 전까지 로봇을 만지지 마세요. (중간지점 2곳 예외)

b. 해당 라운드가 점수에 포함되길 바란다면, 주행 중 중간지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로봇과 경기장을 건드려서는 안됩니다. 
다만 표지판을 움직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건드린다면 해당 라운드의 점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c. 중간 STOP 지점과 빨간 카드 지점 2곳에서는 로봇의 위치를 다시 잡을 수 있으며 1번씩만 만질 수 있습니다. 이때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시킬 수 있으며, 수정은 불가능 합니다.
자세를 잡고 나서 구동이 시작되면 절대 로봇을 만질 수 없습니다.



예선 대회 경기 규정

4. <동점자 우선 순위>

점수(주행 점수와 발표 점수)가 같은 참가자들이 있다면 최종 시간에 따라 랭킹이 정해질 것입니다. 
만약 최종 시간이 같다면 두 번째로 높은 라운드의 점수로 랭킹이 정해집니다.

5. <라운드 종료>-예선전

a. 참가자가 볼 때 로봇이 도로를 벗어나거나 벽을 향해 주행한 상태에서 3초를 초과하고 있다면 종료라고 이야기한 후 라운드를 완료합니다.
만약 무시하고 그냥 두었을 시 심판은 영상과 타이머를 확인한 후 라운드를 종료 처리 하고
이때 참가자 본인이 라운드를 끝내지 못해 소모된 시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b. 만약 로봇으로 기록경기시 START 지점에서 시작 후 바로 주행에 실패하면 라운드는 바로 종료됩니다.
c. 주행 시작되자마자 바로 실패한다고 해서 재시작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6. <실격>

a. 경기는 반드시 자율 주행이어야 합니다. 주행 도중 키보드나 다른 장치를 이용하여 로봇을 조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발 시 실격!
b. 반드시 나이대에 허용된 코딩 플랫폼을 이용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6학년은 Blockly 혹은 Python 사용 가능합니다.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은 반드시 Python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 사용 시 실격

7. <프로그램 설명>

프로그램 설명은 경기 종료 후 2분 안으로 해 주셔야 하며 직접 작성한 자율주행 프로그램 중 자신이 생각하기에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구간을 선택 후 어떤 코딩을 사용하여 해결했는지 등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때 반드시 자신이 직접 작성한 프로그램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8. <심사방법>

경기장 영상과 타이머로 심사위원이 심사를 합니다



본선규정
1. 로봇 규정

1) 로봇의 종류는 코딩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주행 로봇이어야 합니다.
2) 로봇의 제작은 출시된 완제품을 현장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3) 로봇의 크기는 10cm x 7cm x 8cm (가로 x 세로 x 높이) 이내
4) 로봇의 전원은 자율 이동형 독립전원을 사용하여야 하고, 연소 기관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로봇의 전원 용량은 3.7V 1000mAh 이하입니다.
6) 로봇은 반드시 프로그램을 통한 자율주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일체의 조작을 해서는 안됩니다.

2. 프로그램
1) 초등( Blockly, 파이썬) 중등,고등( 파이썬 ) 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해야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 사용 시 실격

3. 경기장
1) 점검이 완료된 경기장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만져서는 안됩니다.
2) 코딩을 실행하는 컴퓨터는 심판이 잘 보일 수 있게 배치합니다
3) START 지점에서 벗어나면 안되며 정확히 로봇의 몸체 전부가 전방에 있는 흰색 선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벗어나서 출발 시 부정출발로 인정하고 재출발 합니다. 부정출발 2회시 실격처리 합니다.
4) 경기 중 진행 경로를 이탈하면 이전까지 완료한 미션에 대한 점수만을 획득하며, 경기는 종료됩니다.
5) 로봇은 시작할 때와 종료되었을 때만 참가자가 만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만질 경우 경기는 바로 종료됩니다.

(단, 2번의 재조정 지점은 예외입니다)

4. 카메라

카메라는 2개를 준비합니다.
1) 첫 번째 카메라 배치는 고정형 카메라로 로봇 경기장이 한 눈에 보일 수 있게 위에서 아래로 전체를 촬영합니다.
2) 두 번째 카메라 배치는 이동형 카메라로 경기장 점검, 프로그램 설명, 로봇 구동이 보이게 촬영합니다.



본선 대회 경기 규정

이 대회는 완전히 자율주행으로 이루어진 챌린지이며, 로봇이 START 지점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FINISH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재조정 지점(STOP 지점, 빨간 카드 지점)외 중간에 로봇을 만질 수 없습니다. 

이 챌린지는 3 챌린지 로 나뉩니다.

챌린지 A. QR코드 주차 미션 B. STOP신호 주행 과제 C. 신호등 및 QR 의사결정 과제

각 챌린지는 점수를 얻기 위한 목표와 추가점수를 위한 몇 가지의 선택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
• 제한시간 안에 가능한 높은 점수를 목표로 가능한 빠른 시간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반드시 도로와 검은 선을 통해서만 결승선을 통과해야 하며, 잔디밭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1. <목적>

이것은 시간제 경기이며, 대회의 목적은 경기장 순서에 맞추어 진행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2. <제한시간 및 도전횟수>

심판이 있는 온라인 대회방 안에서 참여자는 10분 동안 원하는 만큼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2번의 시도만 점수가 측정됩니다.
각 시도 시 STOP 지점과 빨간 카드 지점 2곳에서 로봇의 위치를 다시 잡는 재조정 지점이 존재하며 로봇이 완전히 정지 후 전방 위치를 감지하고 도레미 사운드가 나온 후
한 번씩만 로봇을 만져 재조정할 수 있고, 이때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시킬 수 있으며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시도가 점수에 포함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시작 전에 심판에게 도전하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a. START 지점에서 출발 후 손으로 로봇을 만지는 순간 종료 처리 됩니다. 절대 종료되기 전까지 로봇을 만지지 마세요. (중간지점 2곳 예외)

b. 해당 라운드가 점수에 포함되길 바란다면, 주행 중 중간지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로봇과 경기장을 건드려서는 안됩니다. 
다만 표지판을 움직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건드린다면 해당 라운드의 점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c. 중간 STOP 지점과 빨간 카드 지점 2곳에서는 로봇의 위치를 다시 잡을 수 있으며 1번씩만 만질 수 있습니다. 이때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시킬 수 있으며, 수정은 불가능 합니다
자세를 잡고 나서 구동이 시작되면 절대 로봇을 만질 수 없습니다.

.



본선 대회 경기 규정

4. <동점자 우선 순위>

점수(주행 점수와 발표 점수)가 같은 참가자들이 있다면 최종 시간에 따라 랭킹이 정해질 것입니다. 만약 최종 시간이 같다면 두 번째로 높은 라운드의 점수로 랭킹이 정해집니다

5. <라운드 종료>-본선전

a. 로봇이 도로를 벗어나거나 벽을 향해 주행한다면, 심판은 로봇이 다시 도로로 돌아가거나 벽에서 벗어나기까지 3초의 시간을 줍니다. 
로봇이 스스로 도로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해당 경기는 종료됩니다. 만약 점수를 위한 라운드라면 그 이전까지의 점수가 합산됩니다. 
3초는 심판이 직접 카운트하여 알려줍니다.

b. 만약 로봇이 기록 경기 시 START 지점에서 시작 후 바로 주행에 실패한다면 심판의 허락 하에 딱 한 번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직 한 번만 허용됩니다. 만약 심판이 재시작을 허락하면, 재시작을 하기 전에 코드를 수정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c. 주행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실패한다고 해서 재시작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6. <실격>

a. 경기는 반드시 자율 주행이어야 합니다. 주행 도중 키보드나 다른 장치를 이용하여 로봇을 조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발 시 실격!

b. 반드시 나이대에 허용된 코딩 플랫폼을 이용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6학년은 Blockly 혹은 Python 사용 가능합니다.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은 반드시 Python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 사용 시 실격

7.<프로그램 설명>

a. 발표점수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세가지 질문에 대답해주세요. 
(1) 대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디이고 어떻게 해결했나요? 
(2) STOP sign 챌린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해주세요. 
(3) 빨간색/초록색 카드 챌린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해주세요. 
각 질문에 대한 대답은 1-5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3가지 질문의 대답시간으로 최대 2분이 주어집니다.

8. <심사방법>

점수는 대회 중 실시간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라운드들은 추가심사가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점수는 파이널이 끝난 후 안내됩니다.



챌린지 A. QR 코드 주차 미션

로봇이 지도의 START 위치에서 시작하며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당 챌린지의 목표는 로봇에게 보여진 QR 코드를 바탕으로

올바른 장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로봇은 다음 장소 중 하나의 QR코드를 보게 됩니다 : 
사무실, 공장, 박물관, 학교. 로봇은 QR코드를 읽었음을 알려주는
도,레,미 소리를 내야 합니다. 

올바른 장소로 이동하여 해당 장소에 완전히 주차하고, 
그 장소에서 나와 다음 챌린지로 주행하는 것이 이 챌린지의 목표입니다.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 학교 앞을 지났음 : 5 points
• 공장 앞을 지났음 : 5 points
• 박물관 앞을 지났음 : 5 points
• 빌딩 앞을 지났음 : 5 points

올바른 QR코드 장소에 방문했음 : 20 points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점수: 40



챌린지 B. STOP 신호 주행과제

로봇은 STOP 사인 앞에서 서야하며, 

STOP 사인은 맵에 표시된 부분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 때, 로봇은 STOP을 인식했다는 도,레,미 소리를 내고 사인이 제거될 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STOP 사인이 제거되면, 로봇은 다음 챌린지로 향하는 도로를 주행해야 합니다.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 segment 1을 지났음 : 5 points

• segment 2를 지났음 : 5 points

• segment 3을 지났음 : 5 points

STOP 사인에서 멈춤: 20 points

최대로얻을수있는점수: 35



챌린지 C. 신호등 및 QR 의사결정 과제

로봇은 빨간색 카드 앞에서 멈춰서야 하며, 

빨간 카드는 매트의 표시된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 때 로봇은 빨간색을 인식했다는 도,레,미 소리를 내고 기다려야 합니다.

로봇은 표시된 곳이 초록색 카드로 바뀌기 전 까지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그런 다음 로봇 선을 따라 주행하고 QR코드가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QR코드는 매트의 표시된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로봇은 QR코드에 적힌 메시지를 읽고 T교차로에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결정한 다음, 그 방향으로 돌아 선을
따라 끝까지 주행해야 합니다.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 신호등 섹션 통과 : 10 points

• QR코드 섹션 통과: 15 points

• 왼쪽 혹은 오른쪽 FINISH 부분에 도착 : 10 points

추가 점수 : FINISH에 도착해서 춤을 춥니다, 추가점수 10점
추가 점수 : 어떤 빌딩을 방문했었는지, QR코드가 왼쪽 혹은 오른쪽이었는지
OLED에 보여줍니다, 추가점수 10점

최대로얻을수있는점수: 55



점수표

A구간

학교 통과 5점

40점

공장 통과 5점

박물관 통과 5점

빌딩 통과 5점

미션 QR 건물 방문 20점

B구간

1 지점 통과 5점

35점
2 지점 통과 5점

3 지점 통과 5점

STOP 지점 정지 20점

C구간

신호(색상) 지점 통과 10점

35점삼거리 QR 통과 15점

FINISH (Left or Right) 도착 10점

추가 미션
결승점 댄스 퍼포먼스 10점

20점
OLED 표시 (QR 건물/방향) 10점

획득 가능 최대 점수
: 130 점 +10 점

예선 프로그램 설명 추가 점수 10점 (본선에서 배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