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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1. 드론 기체

2. 조종기,노트북

3. 통과 장애물 set

4. 이 · 착륙 판

5. 과녁 착륙장

6. 카메라

7. 카메라 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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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기체 조종기 노트북

이·착륙 판 과녁 착륙장통과 장애물 봉
(총 2 set 필요)

카메라 x3

카메라 거치대



경기장



경기장 설치 방법

(1) 바닥에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여
가로 300cm 세로 300cm 정사각형의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 오차범위 ±2cm >

(2) 정사각형이 완료되었으면 선에
중간 지점에 100cm의 선을 붙여줍니다.
< 오차범위 ±2cm >

(3) 중앙 지점에 가로100cm 세로100cm 
정사각형의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1 2 3 4

(1) 장애물을 준비 및 배치합니다.

(2) 통과장애물 2개, 착륙장 1개
START 지점 1개를 준비하여
장애물 배치 위치에 놓아줍니다.

(1) 카메라를 준비합니다.

(2) 줌으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웹캠
카메라 3개를 설치합니다.

(1) 카메라를 A지점 START와 장애물이
보이게 각도를 맞추어
카메라를 150cm 높이에 배치.

(2) 카메라를 B지점 과녁착륙장과 장애물이
보이게 각도를 맞추어
카메라를 150cm 높이에 배치.

(3) 카메라를 C지점 과녁착륙장이 잘 보이게
카메라를 100cm 높이에서 과녁 전체가
한 눈에 보이게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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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위치

C 지점
(이동카메라3)

B 지점
(고정카메라2)

A 지점
(고정카메라1)A 지점

(고정카메라1)

B 지점
(고정카메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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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순서

A 이 구간에 들어오면 드론을 착륙 시킵니다.

※ 비행은 – – – 구간을 돌며 ~    를 수행하며
2번 왕복하면 미션이 완료됩니다. 

(미션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1 경기 시작과 함께 드론을 에서 이륙 시킵니다.A 구간

2 드론을 조종하여 까지 이동 시킵니다.B 구간

3 에서 미션을 수행한 후 에 착륙 시킵니다.B 구간

4 드론을 다시 이륙시켜 까지 조종합니다.D 구간

5 에서 미션을 수행한 후 에 착륙 시킵니다.D 구간

1 5

C

B D 드론을 아래 그림처럼 8자 비행을 하여 통과시킵니다.

또는

※ 표기 상 둘로 놓았으나 하나의 장애물을 위-아래로 통과 하는 것입니다.

A CB D

A 구간

C 구간



장애물

A 구간 B 구간 C 구간D 구간

(1) 시작지점 받침대 모양은 사각형이고
사각형의 안쪽 선과 선이 맞닿는 꼭지점과 꼭지점의

가로 길이 35cm < 가로 x 세로 오차범위 ±2cm>
세로 길이 35cm < 가로 x 세로 오차범위 ±2cm>
높이 길이 40cm < 가로 x 세로 오차범위 ±2cm>

40cm

(1) 봉의 폭 외부 지름이 30mm 이하

(2) 통과 장애물의 모양은 사각형이고 사각형의 안쪽
선과 선이 맞닿는 꼭지점과 꼭지점의
가로길이 100cm < 가로 x 세로 오차범위 ±5cm >,
세로길이 50cm < 가로 x 세로 오차범위 ±5cm >

(3) 지면에서 사각형 통과 장애물의 봉 외부까지
높이 50cm
< 오차범위 ±7cm >   발판은 별도 제작

50cm

50cm

발판 (고정)

100cm

지면

(1) 과녁 장애물 지름은

큰 원 지름 100cm < 가로 x 세로 오차범위 ±2cm >

중간 원 지름 65cm < 가로 x 세로 오차범위 ±2cm >

작은 원 지름 30cm < 가로 x 세로 오차범위 ±2cm >

∅ 30cm
∅ 65cm
∅ 100cm



점수표

미션 점수 점수

첫번째 완주

장애물 통과 1 (B구간) 10점

60점

과녁
(C구간)

노랑 30점

빨강 20점

파랑 10점

장애물 통과2 (D구간) 10점

Start 지점 착륙 (A구간) 10점

총 120점
• 두 바퀴를 왕복하면서 점수를 획득하는 기록 경기입니다.
• 심판(본선)의 시작 신호와 동시에 시작 시 00:00:00 에서 시간이 기록 되며 2바퀴 완주 후 도착지점 START 상자에 착륙하고 참가자는 박수 1번을 치면 종료됩니다.

(박수칠 때 종료되고, 완벽히 조종을 마무리했다는 신호입니다)
• 종료 후 두 바퀴를 왕복한 시간이 기록됩니다.
• 과녁에서는 바닥에 닿는 드론의 발 4개중 1개라도 높은 점수에 착륙하면 높은 점수를 최종 점수로 합니다. (예선 시 몸체가 과녁에 살짝이라도 걸쳐있으면 점수, 예선에만 적용!!)
• 착륙은 한 번 완주 시 과녁 지점과 START 지점 1번씩 착륙을 하며 총 4번 착륙을 합니다. 착륙 시 참가자는 조종기를 잠시 손에서 놓고 박수를 쳐야 합니다.
박수를 치면 조종상태가 아닌 착륙 상태를 심판이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착륙 시 박수를 1회 쳐야합니다.

미션 점수 점수

두번째 완주

장애물 통과 1 (B구간) 10점

60점

과녁
(C구간)

노랑 30점

빨강 20점

파랑 10점

장애물 통과2 (D구간) 10점

START 지점 착륙 (A구간) 10점



예선 규정
1. 기체 규정

1) 드론의 종류는 코딩을 통해 3차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행 로봇입니다.
2) 드론의 제작은 출시된 완제품을 현장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3) 드론의 크기는 8cm x 8cm x 4cm (가로 x 세로 x 높이) 이내.
4) 드론의 전원은 자율 이동형 독립전원을 사용하여야 하고, 연소 기관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드론의 전원 용량은 3.7V 250mAh 이하
6) 전자부품 및 기구물 부착은 심판의 기체 심사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프로그램

1) 주최측에서 허용되는 조종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종기는 기체에 맞는 조종기 사용)
2) 외부에서 일체의 조작을 해서는 안됩니다. 적발 시 실격

3. 경기 규정

1) 점검이 완료된 경기장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만져서는 안 됩니다.

2) 이륙과 착륙시 주의사항
a. START 지점 상자 위에 기체를 올려 놓고 출발하고, 상자 밖으로 드론의 발이 조금이라도 나가면 부정 출발 경고 1회
b. 정해진 곳에만 착륙을 할 수 있으며 착륙지점이 아닌 다른 곳에 착륙하거나 추락하면 경기는 바로 종료됩니다.
c. 드론이 이륙한 후에는 절대 만져서는 안됩니다. 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터치 시 바로 실격처리 합니다.
d. 심판의 신호에 맞추어 출발, 신호보다 먼저 출발하면 부정 출발로 경고 1회를 받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경고 외에 부정 출발만 2회 시 실격처리 합니다.
e. 착륙 시 반드시 박수를 쳐서 착륙했음을 심판에게 알려야 합니다. <박수를 정확히 안치면 점수 인정 안되고, 성의 없는 박수에 대한 경고 1회를 받습니다>

3) 경기 중 주의사항
a. 미션의 순서와 다르게 이동하면 바로 실격되며 미션이 완료된 시점까지의 점수 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b.       통과 장애물을 스치듯이 장애물 안으로 통과하는 것은 통과로 인정, 주변 물체나 사람에 부딪혀서 통과한 경우는 점수 인정이 안됩니다.
c.       과녁판은 드론의 발이 닿은 색이 제일 높은 색의 점수를 최종 점수로 합니다. (예선에서는 몸체가 살짝이라도 걸쳐있으면 점수로 인정)
d. 참가선수가 조종 중 자신의 몸에 맞고 바닥에 추락하면 그대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e.       참가자는 정해진 구역 안에서 조종을 해야 하고, 밖을 벗어나면 각 해당 미션에서 -5점 감점을 받습니다. (장애물통과1 미션, 장애물통과2 미션)
f.        순위를 나누는 기준은 점수를 많이 획득 > 최단 기록 시간 > 경고 횟수

4. 카메라
카메라는 3개를 준비합니다. 고정형 카메라 2개, 이동형 카메라 1개
대회 경기 중 참가자의 몸에 경기 장면이 안 보이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몸으로 장애물을 가리면 안됩니다.



본선 규정
1. 기체 규정

1) 드론의 종류는 코딩을 통해 3차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행 로봇입니다.
2) 드론의 제작은 출시된 완제품을 현장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3) 드론의 크기는 8cm x 8cm x 4cm (가로 x 세로 x 높이) 이내.
4) 드론의 전원은 자율 이동형 독립전원을 사용하여야 하고, 연소 기관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드론의 전원 용량은 3.7V 250mAh 이하.
6) 전자부품 및 기구물 부착은 심판의 기체 심사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프로그램

1) 주최측에서 허용되는 조종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종기는 기체에 맞는 조종기 사용)
2) 외부에서 일체의 조작을 해서는 안됩니다. 적발 시 실격

3. 경기 규정

1) 점검이 완료된 경기장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만져서는 안 됩니다.
2) 조종을 실행하는 컴퓨터는 심판이 잘 보일 수 있게 배치합니다.
3) START 지점 상자 위에 기체를 올려 놓고 출발하고, 상자 밖으로 드론의 발이 조금이라도 나가면 부정 출발 경고 1회
4) 통과 장애물을 스치듯이 장애물 안으로 통과하는 것은 통과로 인정, 주변 물체나 사람에 부딪혀서 통과한 경우는 점수 인정이 안됩니다.
5) 과녁판은 드론의 발이 닿은 색이 제일 높은 색의 점수를 최종 점수로 합니다.
6) 참가 선수가 조종 중 자신의 몸에 맞고 바닥에 추락하면 그대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7) 착륙지점이 아닌 다른 곳에 착륙하거나 추락하면 경기는 바로 종료됩니다.
8) 정해진 곳에만 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곳은 착륙할 수 없습니다.
9) 참가자는 정해진 구역 안에서 조종을 해야 하고, 밖을 벗어나면 각 해당 미션에서 -5점 감점을 받습니다. (장애물통과1 미션, 장애물통과2 미션)
10) 착륙 시 반드시 박수를 쳐서 착륙했음을 심판에게 알려야 합니다. <박수를 정확히 안치면 점수 인정 안되고, 성의 없는 박수에 대한 경고 1회를 받습니다>
11) 순위를 나누는 기준은 점수를 많이 획득 > 최단 기록 시간 > 경고 횟수
12) 심판의 신호에 맞추어 출발, 신호보다 먼저 출발하면 부정 출발로 다시 시작해야 하며 부정출발 2회시 실격처리 합니다.
13) 미션의 순서와 다르게 이동하면 바로 실격되며 미션이 완료된 시점까지의 점수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4. 카메라
카메라는 3개를 준비합니다. 고정형 카메라 2개, 이동형 카메라 1개
대회 경기 중 참가자의 몸에 경기 장면이 안 보이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몸으로 장애물을 가리면 안됩니다.



본선 규정
5.  중간 미션

예선 대회와 본선 대회에서 각각 기본 조종으로 레이싱 하지만, 추가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중간 미션이 있습니다.

중간 미션은 노트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입니다.

대회를 몇 주 앞두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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