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머노이드 축구(Robogames – BiPed Soccer 3:3) 경기규정_180910_최종

제1조. 경기 대상
1-1.

3:3 단체전 경기 (로봇 3, 조종자 3인으로 구성)

1-2.

주니어(초1학년~중2학년), 시니어(중3학년~고3학년). 중학2학년은 주니어/시니어 종목 중
택1하여 참가 가능.

1-3.

참가 구분 : 휴머노이드 무게 5.0kg이하, 키 50cm 이하, 손끝(맨 마지막 모터)
출력혼 센터 기준 가로x세로x높이(10cm x 10cm x 13cm) 안에 들어와야 한다.
(그립 경우 손을 최대로 펼친 상태에서 통안에 들어가야 한다) -- 참고 그림 추가

<그리퍼가 아닌경우>

<그리펴일경우>

1-4. 다리 폭규정은 모터 폭의 200%(가로 2배, 세로 2배) 발바닥은 제외.

제2조. 경기 개요
2-1. 휴머노이드가 팀을 이루어 3:3 축구 경기를 펼쳐 정해진 시간 내에 골을 더 많이 넣은 팀이
승리하는 경기
2-2. 팀구분을 위해 팀별 스티커(청색, 적색)를 로봇 상체의 잘보이는 곳에 부착을 한다.

제3조. 경기 규정
3-1. 팀 구성은 3로봇(후보로봇 없음) 1팀을 기본으로 하며 각 팀당 3인까지 경기장 내의 입장이
허용된다.
3-2. 로봇은 다리를 펼치거나 , 누워있거나, 주저앉아 있을시에 3초 안에 일어나야 한다. 위반시
경고 1회, 2회부터는 페널티킥이 주어진다. (경고는 팀단위 및 개인 모두 적용)
3-3. 경기 시작시, 경기장의 지정된 위치에 로봇과 공을 놓은 상태에서 시작한다. 선공을 차는
로봇은 센터서클 안에서 공을 사이에 두고 자기진영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 선공의 방향은
자기 진영을 향해야 한다. 나머지 로봇들은 자기 진영의 ‘센터 서클 바깥쪽’에 위치한다.
3-4. 경기 중에는 <타임>등의 경기중지 요청을 할 수 없다.

3-5. 경기시간은 전, 후반 각각 3분, 중간 휴식시간 2분으로 하고 후반 종료 시점에서 상대팀보다
더 많은 골을 성공한 팀이 승리한 것으로 한다.(선수의 동의를 얻는 경우, 휴식시간 생략)
3-6. 전반전 종료 후 후반전 시작 전까지 2분의 수리 및 점검 시간이 주어진다. 모양의 변경 없는
간단한 점검만을 허용하며, 전원의 교체도 허용된다. 2분이 경과 되면 준비가 되지 않은
로봇을 제외한 로봇으로 후반전 경기를 시작한다. 경기 시작 후 참가하게 되는 로봇은 심판의
지시에 의해 중앙 사이드라인에서 대기후 심판의 지시에 의해 입장하여 경기에 참여한다.
3-7. 공이 골라인을 넘어가면 골로 인정된다. 로봇의 손으로 공을 쳐서 들어가는 경우 골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 판단은 심판에 의해 이루어지고 참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8. 경기 중 로봇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심판의 지시에 따라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경기장
밖으로 나간 후 수리한다. 수리한 로봇은 중앙 사이드라인에서 대기후 심판의 지시에 의해
입장하여 경기에 참여한다. 경기는 중단되지 않는다.
3-9. 심판의 동전던지기 혹은 가위바위보등의 방법으로 공격권과 진영을 선택한다.
3-10. 후반전은 전반전에 진영을 선택한 팀의 선공으로 시작하고, 진영(공격방향)은 전반전과
반대로 바꾸어 시작한다.
3-11. 공이 라인 아웃되어 드롭 되는 경우 경기는 중단되지 않으며 로봇은 계속 움직일 수 있다.
이때는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에서 라인아웃팀의 상대편 로봇이 발이나 손으로 드로인하여
경기를 진행한다. 드로인과 교착상태시 공 주위 50cm 밖으로 이동한다. 만약 골에어리어
안에서 엉킬 경우 골에어리어 바깥에서 진행한다. 위치는 심판에 의해 정해지며 항의할 수
없다.
3-12. 공격시에는 상대 진영의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로봇의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하지만 페널티 에어리어 안의 수비(키퍼)로봇을 터치하면 안된다. 터치할 경우
상대팀의 골킥으로 시작한다. 심판의 판단에 따라 경고 및 퇴장 가능하다.
3-14. 수비시에는 자기 진영의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한 대의 로봇만이 들어갈 수 있다. 두 대
이상의 수비 로봇이 모두 들어간 경우에는 카운트 없이 바로 페널티킥이 선언된다.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어떠한 경우라도 이에 해당되며 신체의 일부가 페널티 라인을 터치한 경우에도
페널티킥이 선언된다.
3-15. 로봇 간의 몸싸움은 허용된다. 단 손과 발을 사용한 고의적인 공격은 할 수 없으며, 쓰러진
로봇은 공격할 수 없다. 위반 시 경고를 부여하고 프리킥이 선언된다. 고의적인 공격의 고의성
여부 및 다운된 로봇의 공격에 대한 고의성 여부는 심판이 결정하며 항의 할 수 없다.
3-16. 고의로 손을 사용하여 공을 다룰 경우 핸들링 반칙이 선언되며 경고를 부여하고 상대팀에게
프리킥이 주어진다.(골에어리어 안의 경우 페널티킥이 주어짐) 단, 고의성 여부는 심판이
결정하고 항의할 수 없다.
3-17. 심판이 경기 중지를 선언하면 조종자들은 로봇의 움직임을 중지해야 한다.
3-18. 경기 중 참가자는 심판의 허가 없이 로봇에 손을 댈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경고횟수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페널티킥이 주어진다.

3-19. 경기 규정에 의해 심판은 페널티킥을 선언할 수 있으며, 페널티킥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공은 경기장의 페널티킥 포인트(-마크 경기장 상황)에 놓고 진행한다.)
2) 페널티킥 시에는 선수간의 협의에 의해 한대가 골키퍼를 담당할 수 있다. 골키퍼 로봇이 도중
고장이 난 경우, 심판 판단하에 골키퍼 교체를 허락한다.
3) 키커와 골키퍼 외의 로봇들은 각각 골에어리어 라인 밖에 위치해야 하며 키커와 골키퍼
사이에는 어떤 로봇도 위치할 수 없다.
4) 키커가 킥을 하기 전에는 키커와 골키퍼 외의 다른 로봇은 움직일 수 없다. 키커보다 먼저
움직였다고 판단되면 다시 페널티킥을 실시(수비측)하거나 페널티킥이 취소(공격측)된다. 공격
측의 반칙으로 페널티킥이 취소될 경우에 수비측 골킥으로 시작한다.
5) 키커는 심판의 신호 후 10초 이내에 킥을 실시해야 하며, 10초가 경과하면 노골을 선언하고
수비팀의 골킥으로 경기를 재시작한다.
3-20. 전, 후반 경기종료 후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정비시간 없이 2분간의 연장전을 가지며,
연장전에서는 먼저 골을 선취한 팀이 승리한 것으로 한다. (골든골)
3-21. 연장전에서의 제반 규정은 본 경기의 규정을 따른다.
3-22. 2분간의 연장전 경기 종료까지 승패가 결정되지 않으면, 별도의 점검시간 없이 바로
승부차기로 승패를 결정하고,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승부차기는 페널티킥 규정에 의해 진행하되, 키커와 골키퍼 로봇 외에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2) 승부차기는 각 팀의 대표가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이긴 팀이 먼저 킥을 한다.
3) 각 팀에서 지정한 로봇 3대가 순서대로 킥을 하여 승패를 결정한다. 3대의 로봇이 1회씩
승부차기를 하여 승패를 가리지 못했을 경우 지정한 로봇들이 1회씩 번갈아 추가 승부차기를
하여 승패를 결정한다.
4) 승부차기에서는 10초 내에 키커가 킥을 하지 못하면, 노골로 판정한다.
5) 승부차기의 횟수는 팀당 6회 이내로 제한하며 승부차기로도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323>의 규정에 의하여 승부를 결정한다.
3-23. 승부차기 후에도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승부규정
1) 1순위 : 경고가 적은 순위 (레드, 옐로우 경고 누적 / 우선순위상 레드카드가 우선)
2) 2순위 : 로봇의 숫자가 같을 경우에는 총 중량이 더 가벼운 팀
3) 3순위 : 참가 팀원 나이 합산이 적은 팀.
3-2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남은 경기시간과 획득한 골과 상관없이 패하게 된다.
1) 참가 선수가 모두 기권의사를 밝힌 경우.
2) 경고 누적이 5회 이상인 경우(팀경고 누적)
3) 로봇이 3대 모두 작동 불능일 경우.
3-25.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적인 축구대회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하며, 심판 및 심사위원이
이를 협의하여 공지한 뒤에 공정하게 적용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26. 경기에 사용되는 공인구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른다.
1) 지름 7cm, 표면재질은 플라스틱이다. 아래 URL의 공을 양 끝단의 구멍을 넓혀 가공한 것을
사용한다.
à 구입처 : 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A786975628
(인터넷 쇼핑몰에서 ‘펀맥스야구공’으로 검색하면 된다. 꼭 7cm 사이즈로 구입할 것)
à 참가접수가 완료된 팀에게 협회에서 대회에서 사용하는 공을 착불택배로 1개씩 배송한다.
2) 경기에 직접 사용되는 공인구는 모두 주최 측에서 준비한다.
3) 공인구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를 참가자들에게 고지한다.
3-27.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및 관중은 심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의제기시 탈락조치를
한다. 또한 경기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회당일 심판의 재량에 따라 부분 조정될 수 있으며
이를 재 공지 될 수 있다.
3-28. 1회 경고 시 옐로카드 1회를 받으며, 경고 2회시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한다. (단,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함.)

제4조. 경기장 규격
4-1. 경기장의 세부 규격과 시작 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다.
4-2. 골대의 크기는 120x80(높이)x40(깊이)cm 이다.
4-3. 경기장 바닥 재질은 PET로 하고, 필름하부에 합판으로 최대한 수평을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