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C 자율 비행



준비물

1. 드론기체

2. 조종기-노트북
(연결한 상태에서 반드시 코딩으로 사용해야함)

3. 통과 장애물 set

4. 이륙 판

5. 착륙 상자

6. 착륙 판

7. 볼링핀

8. 카메라&거치대

9. 저울 (최대 500g)

10. 줄자

11. 테이프 (바닥선을 만들 수 있는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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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a

드론 기체 조종기 노트북

이륙 판통과 장애물 봉
(총 3 set 필요)

카메라 x3 & 카메라 거치대

착륙 상자 착륙 판 볼링핀

저울

3m
테이프테이프 줄자



경기장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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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x세로 80cm



비행순서

※ 비행은 – – 구간을 통과하며
~    의 미션을 수행합니다.

1 에 기체를 선 밖으로 나가지 않게 놓습니다.A 구간

2 의 1~3번까지의 장애물을 순서대로 통과합니다.B 구간

3 통과 하지 못하면 해당 장애물 점수는 획득 할 수 없습니다.

4 의 볼링핀을 쓰러트립니다.C 구간

5 장애물을 쓰러트린 후 노란 상자 위 또는 바닥의 표시된 부분에 착륙합니다.

1 5

A CB

순서대로 통과 하지 않고 건너 뛸 수 없습니다
‘ㄱ’ 자 경로를 벗어 날 수 없습니다

2번 장애물



장애물

A 구간 B 구간 C 구간

(1) 시작지점 사격형 가로길이 10cm (오차 범위 9~11cm)    (1) 봉의 폭 외부 지름이 30mm 이하, 
(2) 통과 장애물의 모양은 사각형이고 사각형의 안쪽 선과

선이 맞닿는 꼭지점과 꼭지점의

가로길이 100cm (오차범위 95~105cm)

세로길이 50cm (오차범위 45~55cm)
< 가로 x 세로 오차범위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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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cm

50cm

발판 (고정)

100cm

지면

(1) 장애물 받침대 크기
가로 40cm (오차범위39~41cm) x 세로 40cm (오차범위
39~41cm) x 높이 21cm (오차범위20~22cm) 
< 가로 x 세로 , 높이 오차범위 ± 1cm> 

(2) 장애물의 물체 크기
지름 5~8cm  , 높이 15~25cm ,무게 30~60g 사이 (범위안에
들어가면 됨, 볼링핀은 제일 큰 지름이 크기안에 들어가면 됩니

다).

(3) 노란색 착륙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80cm (오차범위 ± 1cm)

(4) 물체 수량은 3개를 받침대 위에 놓을 수 있으며 배치는 3개를
잘 쓰러트릴 수 있는 최고의 배치방법을 개인이 직접배치,
물체를 쌓아 올리거나 모서리 배치는 안됩니다.
모든 물체는 장애물 받침대 위 에 닿게 올려져 있어야함

21cm

15~25
cm

지름 5~8



경기장 설치 방법

● 바닥선 부착 하기

바닥에 잘 보이는 절연 테이프 나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

하여 시작지점부터 도착지점까지 각150cm씩 ‘ㄱ’자로

바닥에 붙여 만들어 주고, 각 150cm 선 중앙(75cm지점) 

지점에 1미터의 절연테이프의 중앙지점(50cm 지점)이

교차되도록 붙여줍니다 . 

ㄱ자의 모서리 부분에 약 45도 방향으로 1m의 선을

그림처럼 붙여줍니다. (예선은 선택, 본선은 필수)

그리고 시작점 끝선에 10cm 길이로 선을 붙여주고, 

마지막점 끝선에 80cm 길이로 선을 붙여줍니다

*중요 : 모든 선에 오차범위는 ±1c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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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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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점
(카메라2)

첫번째, 두번째

장애물 통과하는

사각형이 보이게 설치



점수표

미션 점수 최고점

장애물 통과

1번 통과 15

452번 통과 15

3번 통과 15

착륙 점수
노란 착륙장 10

25 
파란 착륙상자 25

쓰러트린 핀

볼링핀 1개 10

30볼링핀 2개 20

볼링핀 3개 30

총 100점+10점

코딩 프로그램 설명 추가 점수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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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입니다.
6) 전자부품 및 기구물 부착은 심판의 기체 심사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프로그램

1)  블록코딩 및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드론은 반드시 프로그램을 통한 자율비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일체의 조작을 해서는 안됩니다.  적발 시 실격

3. 경기장 규정
1) 점검이 완료된 경기장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만져서는 안됩니다.
2) 코딩을 실행하는 컴퓨터는 심판에게 잘 보일 수 있게 배치합니다.
3) H 지점 이륙장 안에 기체를 올려 놓고 출발해야 합니다. H지점 종이에 드론의 발이 조금이라도 나가면 부정 출발로 간주합니다.
4) 통과 장애물을 스치듯이 장애물 안으로 통과하는 것은 통과로 인정하지만 주변 물체나 사람에 부딪혀서 통과한 경우는 점수 인정이 안됩니다.
5) 영상 촬영 시 사물이 정확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장애물과 주변환경을 꼭 점검합니다 (주변 배경으로 드론이 안 보일 수 있기때문에 꼭 점검 필요)
6) 노란 착륙장 착륙 시 드론의 발 4개중 1개라도 닿으면 착륙으로 인정 (뒤집어져 있으면 착륙 인정 안됨)
7) 파란 착륙장 착륙 시 드론이 상자에만 착륙해 있으면 착륙 인정 (뒤집어져 있으면 착륙 인정 안됨)

4. 카메라(온라인 대회)
카메라는 3개를 준비합니다.

1)  첫 번째 카메라 배치는 고정형 카메라로 이륙장, 1번째 통과장애물, 2번째 통과 장애물 전체가 보이도록 배치합니다.
2) 두 번째 카메라 배치는 고정형 카메라로 3번째 통과장애물과 목표 장애물, 바닥 착륙장 전체가 보이도록 배치합니다.
3) 세 번째 카메라 배치는 이동형 카메라로 카메라를 직접 이동하여 경기장 점검, 프로그램 설명, 경기 시 타이머 순서로 촬영합니다.

예선규정



예선규정

1) 기록 경기 대회이며, 미션을 수행하여 최고점을 획득한 것이 목적입니다.

2) 동점자는 최고점수의 잔여 시간 > 3개 기록 경기를 합한 평균 점수 (평균점수가 같을 경우 1번의 기록경기> 3개의 기록 경기의 합한 잔여시간)
제일 높은 사람 에게 0.5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3) 시작 전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심사위원에게 30초 동안 설명합니다.

4) 제한시간 5분(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동안에 3번의 기록경기를 할 수 있으며 기록 경기 점수 중 최고점을 최종점수로 합니다.

5) 연습경기는 제한 시간 5분 안에 기록 경기 시간 소모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6) <기록 또는 도전>이라고 큰소리로 의사전달을 한 상태에서 기체가 이륙하는 순간 기록경기로 판단하여 측정합니다.

7) 기록 경기 시 이륙지점에서 출발할 때와 바닥에 기체가 닿아 프로펠러가 완전히 멈추었을 때에만 기체를 만질 수 있고, 
기체가 비행 중이면 경기장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대회에서는 심판의 판단 하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기체 착륙 시 뒤집어지면 착륙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9) 기록 경기 시 기체에 문제가 생겨 날지 못한 상태라면 날지못한 상태에서는 별도의 추가시간 없이 재시작이 가능하며
큰소리로 “재시작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기체를 가져와 기체 점검 후 재시작이라고 외친 후 이륙지점에 놓고 실행합니다.
재시작은 1회뿐입니다.  재시작 후 날지 못한다면 라운드는 바로 종료됩니다.

10) 심판의 판단 하에 경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면 카운터 합니다.

11) 참가자는 자신이 원하는 기록 점수가 나오면 경기를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심판에게 ‘종료’ 하겠다고 말하면 경기는 종료됩니다)

5.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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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입니다.
6) 전자부품 및 기구물 부착은 심판의 기체 심사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프로그램

1)  블록코딩 및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드론은 반드시 프로그램을 통한 자율비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일체의 조작을 해서는 안됩니다.  적발 시 실격

3. 경기장 규정
1) 점검이 완료된 경기장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만져서는 안됩니다.
2) 코딩을 실행하는 컴퓨터는 심판에게 잘 보일 수 있게 배치합니다.
3) H 지점 이륙장 안에 기체를 올려 놓고 출발해야 합니다. H지점 종이에 드론의 발이 조금이라도 나가면 부정 출발로 간주합니다.
4) 통과 장애물을 스치듯이 장애물 안으로 통과하는 것은 통과로 인정하지만 주변 물체나 사람에 부딪혀서 통과한 경우는 점수 인정이 안됩니다.
5) 영상 촬영 시 사물이 정확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장애물과 주변환경을 꼭 점검합니다 (주변 배경으로 드론이 안 보일 수 있기때문에 꼭 점검 필요)
6) 노란 착륙장 착륙 시 드론의 발 4개중 1개라도 닿으면 착륙으로 인정 (뒤집어져 있으면 착륙 인정 안됨)
7) 파란 착륙장 착륙 시 드론이 상자에만 착륙해 있으면 착륙 인정 (뒤집어져 있으면 착륙 인정 안됨)

4. 카메라(온라인 대회)
카메라는 3개를 준비합니다.

1)  첫 번째 카메라 배치는 고정형 카메라로 이륙장, 1번째 통과장애물, 2번째 통과 장애물 전체가 보이도록 배치합니다.
2) 두 번째 카메라 배치는 고정형 카메라로 3번째 통과장애물과 목표 장애물, 바닥 착륙장 전체가 보이도록 배치합니다.
3) 세 번째 카메라 배치는 이동형 카메라로 카메라를 직접 이동하여 경기장 점검, 프로그램 설명, 경기 시 타이머 순서로 촬영합니다.

본선규정



본선규정

1) 기록 경기 대회이며, 미션을 수행하여 최고점을 획득한 것이 목적입니다.

2) 동점자는 최고점수의 잔여 시간 > 3개 기록 경기를 합한 평균 점수 (평균점수가 같을 경우 1번의 기록경기> 3개의 기록 경기의 합한 잔여시간)
제일 높은 사람 에게 0.5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3) 시작 전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심사위원에게 30초 동안 설명합니다.

4) 제한시간 5분(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동안에 3번의 기록경기를 할 수 있으며 기록 경기 점수 중 최고점을 최종점수로 합니다.

5) 연습경기는 제한 시간 5분 안에 기록 경기 시간 소모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6) <기록 또는 도전>이라고 큰소리로 의사전달을 한 상태에서 기체가 이륙하는 순간 기록경기로 판단하여 측정합니다.

7) 기록 경기 시 이륙지점에서 출발할 때와 바닥에 기체가 닿아 프로펠러가 완전히 멈추었을 때에만 기체를 만질 수 있고, 
기체가 비행 중이면 경기장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대회에서는 심판의 판단 하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기체 착륙 시 뒤집어지면 착륙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9) 기록 경기 시 기체에 문제가 생겨 날지 못한 상태에서는 심판의 판단 하에 딱 1번 재시작 기회가 주어지며 별도의 추가 시간 없이 진행합니다.
기체가 비행을 하면 경기로 인정되며 재시작 할 수 없습니다.

10) 심판의 판단 하에 경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면 카운터 합니다.

11) 참가자는 자신이 원하는 기록 점수가 나오면 경기를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심판에게 ‘종료’ 하겠다고 말하면 경기는 종료됩니다)

5. 경기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