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션 챌린지 Mission Challenge
참가대상 초중고

참가인원 팀당 2인 이내

로봇 LINE Core m

미션
앱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5개의 미션
을 수행하고 도착점에 정지한다.

로봇제작 사전 제작
게임 방법 5개의 미션 수행

□ 대회규정 (미션 챌린지)

1. 목표
 가. 본 대회는 로봇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로 안정성과 컨트롤 기

술을 평가하는 종목이다.

2. 로봇 규정
 가. Line Core M 로봇만 사용할 수 있다.
 나. 로봇 외부에 페이팅이나 슈트를 착용할 수 있지만 다른 전자부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다. 경기장의 장애물들을 의도적으로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라. 경기장 주변 환경에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3. 대회 규정
 가. 팀당 4분 동안 시간이 주어진다. 4분의 시간을 초과하면 자동 실격된다.
 나. 사전에 코딩 프로그램 된 로봇을 제작해서 가져온다.
 다. 로봇의 외관과 색상에 대한 제한은 없다.
 라. 참가자는 예비로봇을 가져올 수 있다.
 마. 경기 도중에 손으로 로봇을 만질 수 없으며 접촉시 실격처리 한다.
 바. 원격 조종시 참가자는 경기장을 만지거나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사. 심판은 휘슬과 함께 경기의 시작과 종료를 알린다.
 아. 안드로이드 폰에서 제어할 수 있으며, 비행기모드로 설정해야 한다.(주

최측의 공식 장치로 진행할 수 있다.)

4. 경기 규정
 가. 경기장의 주어진 경로에 따라서 각각의 미션을 완료한다.



No. Name M1 M2 M3 M4 M5 M(total) Time(sec) Rank
MC-01 A 20 20 20 20 20 100 120 3
MC-02 B 20 20 20 18 20 98 75 4
MC-03 C 20 20 20 20 20 100 80 2
MC-04 D 20 20 20 20 18 98 95 5
MC-05 E 0 20 20 20 20 80 110 6
MC-06 F 0 0 20 20 20 60 90 7
MC-07 G 20 20 20 20 20 100 75 1

 나. 심판이 출발 지점과 도착지점에서 휘슬을 불 때의 시간을 측정한다.
 다. 모든 로봇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심판에 의해 수집되며, 다른 참가자들과 

동일한 로봇을 공유 할 수 없다.
 라. 로봇에서 떨어지거나 부러진 부분은 경기 중에 고정시킬 수 없다.
 마. 미션 4번, 미션 5번 수행시 손을 집거나 구르는 동작은 허용하지 않고, 앞 

또는 옆으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한다.
 바. 미션 1번 구간을 제외하고 손이 바닥에 닿으면 로봇 손이 닿기 전의 위치

로 이동해서 미션을 수행한다.
 사. 미션
  - 미션 1 : 로봇은 터널 구간을 통과해야 한다.
  - 미션 2 : 로봇은 물건을 들어서 옮겨야 한다.(정해진 라인을 넘으면 인정)
  - 미션 3 : 로봇은 공을 발로 차서 점수판에 넣어야 한다. (점수판에 들어갈

때까지 넣을 수 있다. 맞고 나오는 볼은 최초 들어갔던 점수로 인정)
  - 미션 4 : 로봇은 장애물을 넘어 계단을 올라간다.
  - 미션 5 : 로봇은 계단을 내려가 지그재그 구간을 통과해야 한다.
  - 대회 당일 미션은 대회장 여건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 (미션 5개중 3~4개

만 수행)

5. 평가 규정
 가. 심사위원은 3인 내외로 구성한다. 
 나. 최종 도착점에 도달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참가자가 승자가 된다. 

동일 점수일 경우 도착 시간은 빠른 순으로 승자를 결정한다.
 다. 경기는 아래의 평가표에 의거 각각 평가하며, 시간 점수는 최종 참가자가 

경기를 끝낸 후에 비교 평가한다.
 라. 미션 점수의 합계가 동점일 경우에는 도착시간이 빠른 순서대로 순위를 정

한다.

* 미션2번의 점수는 20점이 아니어도 획득한 점수로 미션완료.
* 대회규정은 사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