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군집 비행



경기장

1. 공간에 제한 없이 한 눈에 보일 수 있게 드론을 배치 합니다.

2. 드론 외에 다른 사물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3.  평지에서 드론을 구동해야 합니다.

4. 자율비행 방식으로 드론을 구동해야 합니다

5. 시작 시 참가자가 보여야 합니다.

6. 시작 후 종료까지 드론을 만지면 안됩니다.



규정
1. 영상 촬영 시 참가자 전원은 자신의 얼굴을 영상에 보이게 한 후 자신의 팀명과 이름을 차례대로 말하고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옮겨 프로그램이 보이는 상태에서

자신의 군집 비행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난이도 있는 프로그램 부분을 중심으로 30초 내외로 설명하고
1분짜리 음원에 맞추어 드론을 구동시켜 줍니다. (구동 시 LED를 퍼포먼스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2. 모든 영상은 자르지 않고 편집 없이 한 번에 찍은 영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회 참가자의 얼굴 없이, 소개 없이 촬영한 것은 본인이 아닌 타인이 참가한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3. 참가자 확인, 프로그램 설명, 구동 등이 포함된 3분 이내의 영상과 코딩파일을 제출해주세요.

* 해상도 : 1280 x 720이상 파일형식
* 파일 형식: AVI, WMV, MOV (그 외의 형식은 인정하지 않음)
* 파일 제목: 2020_해당 학교_ 팀명_ 팀장이름, 팀원이름 (정확히 기재가 안된 상태에서 제출하면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 메일 발송 시, 제목도 파일명과 동일하게 기재해 주세요.
* 접수 메일 주소: contact@robolink.co.kr

4. 군무하는 드론의 기체는 반드시 3대 이상을 사용해 주세요

5 기체 규정

드론의 종류는 코딩을 통해 3차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행 로봇입니다.
드론의 제작은 출시된 완제품을 현장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드론의 크기는 20cm x 20cm x 10cm (가로 x 세로 x 높이) 이내
드론의 전원은 자율 이동형 독립전원을 사용하여야 하고, 연소 기관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드론의 전원 용량은 7.4V 1000mAh 이하입니다.
드론은 반드시 프로그램을 통한 자율비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일체의 조작을 해서는 안됩니다.

<실격 기준>
A. 드론은 반드시 프로그램을 통한 자율비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조작 시 실격 처리 됩니다.
B. 수상자는 직접 구동할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점검 Q&A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참가자가 직접 구동하십시오. 적발 시 실격
C. 이전에 사용했던 영상을 제출하면 실격, 타인의 코드를 받아 똑같이 날리면 제공한 참가자와 제공받은 참가자 모두 실격 처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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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표

구분1 구분2 점수표 (동그라미)

점검

영상 편집없이 진행 5점

영상 해상도, 형식 5점

기체 구성이 올바른가 5점

군무 프로그램 5점

구동

여러 모션 구성 20점

구성과 음악 조화 20점

독창성 (퍼포먼스) 하(4점) 중(7점) 상(10점)

프로그램

설명한 프로그램 구동일치 하(4점) 중(7점) 상(10점)

프로그램 설명 하(4점) 중(7점) 상(10점)

프로그램 알고리즘 하(4점) 중(7점) 상(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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