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반 규 정
1. 일 반
1.1 목 적
이 대회는 안전하고 즐거운 스카이킥 조종을 통하여 드론축구 선수를 육성을 장려하며, 드론에 대한
기량과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기이다.

2. 기체 규격
2.1 드론 축구 대회
본 경기는 스카이킥으로만 진행한다.

제품사양
크기
무게
최대속력
배터리
비행거리

200 x 200 x 180mm
100g
30.5km/h
450mAh/2S/7.4V/30C
150m

a) 동 력(배터리)
450mAh, 2S, 7.4V/ 30C 이하의 배터리로 제한한다.
b) 로터 블레이드(프로펠러)
전체금속의 로터 블레이드는 금지된다. 로터 블레이드는 안전을 위해 동체(가드)로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c) 기체변형금지/바디장착
기본적으로 장착된 바디 및 부품 등을 임의적으로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자작기체의 경우에는 안전
상의 이유로 대회 참여를 불허한다.
d) 조종기
순정 상태의 조종기 이외의 조종기를 사용할 경우 대회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추후 순정상태의 조종
기 이외의 조종기 사용이 확인되면 기록 삭제 및 시상 자격을 박탈한다.

3. 경 기 규 정
3.1 경기부문 및 규격
경기부문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 구분하며 더욱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다.
종 목

경기부문

길이 및 무게

채널(비행제어)

기체 및 동력

드론 축구 대회

대학부

200x200x180m
100g이하

4채널 이하

스카이킥

3.2 사용 주파수
국내법에 의해 허락한 주파수와 적합성평가를 받은 조종기 및 기체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주파수 방식 2.4Ghz외 국내에서 허락한 주파수
3.3 드론 축구공 기체의 수
- 경기참가는 4:4로 진행한다. 레드팀 블루팀으로 나눠서 경기 진행
- 동일한 기체(스카이킥)를 사용하며, 예비기체를 허용한다.
- 기체의 기능 고장 시 경기전에 기체를 교체 할 수 있다.
- 경기 중 기체 파손은 경기 종료 후(전반종료) 수리해서 사용해야 한다.
3.4 드론 축구공 기체 검사
선수등록 시 또는 경기가 끝난 후에 심판 및 검수자가 기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기체가 규정에 맞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면 실격 처리된다.
3.5 경기 방식
- 4:4 인원으로 레드팀, 블루팀으로 나눠서 진행한다.
- 전반 3분, 후반 3분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 전,후반 합산 점수로 승패를 결정한다.
- 이번 대회에 한하여 득점은 모든 드론이 가능하다.
- 득점한 드론은 하프라인(자기진영)을 넘어왔다가 다시 득점해야 인정이 된다.
(부심이 깃발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득점은 무효 처리된다.)
- 경기 중에는 기체를 정비 할 수 없으며, 전반 종료 후 기체 상태 점검 후 후반전에 참가가능.

3.6 선수교체
- 선수교체는 세트 시작 전 가능하며 세트가 시작되어 플레이 중 일때는 불가능하다
- 세트와 세트 사이 교체가 가능하더라도 사전에 선수명단에 없는 사람으로 교체는 불가하다
- 만일 경기 중 볼의 파손 등을 이유로 3인이하 플레이가 되고 있더라도 경기중에 추가적인 선수 또
는 볼의 투입은 불가능하다.

3.7 위반과 처벌
- 해당 경기에 참여중인 선수가 아닌 사람은 그 어떤 조종기도 만지거나 조작해선 안된다.
- 경기중 양팀의 벤치 혹은 응원석에서 경기 중인 드론볼에 바인딩 되어있는 조종기를 조작할 경우
관련 팀의 해당 경기는 몰수패 된다.

3.8 주심의 권한과 의무
- 드론축구 경기 규칙을 시행한다.
- 부심들과 협조하여 경기를 관리한다.
- 경기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주심의 재량권으로 경기를 중지할 수 있다.
- 어떤 종류의 외부 방해로 인해 경기를 중지 시킬 수 있다.
- 스스로 책임 있는 태도로 행동하지 않은 팀 임원들에게 대해 조치를 취한 다음 주심들의 재량권으
로, 팀 임원을 기술 지역 또는 경기장 주변에서 추방시킬 수 있다.
-세트 중간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5분 이상의 휴식과 작전
타임을 보장해야 한다.
- 모든 형태의 외부 방해로 인해 경기를 중지, 일시중단, 종료 시킬 수 있다.

3.9 주심의 결정
- 플레이와 관련된 득점 여부 그리고 경기의 결과를 포함한 사실에 대한 주심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
이다.
- 주심이 경기를 재개하지 않았거나 경기를 종료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결정의 잘못을 깨달았
거나 부심의 조언에 따라 결정을 바꿀 수 있다.
- 주심이 위반 신호를 하고 부심들 사이의 의견이 불일치 된다면 주심의 결정이 우선이다.

4.0 승, 무, 패의 결정
- 이번 대회의 한하여 4:4경기로 진행하며, 전,후반 3분으로 총 점수의 합계로 결정한다.
- 전,후반 결과가 무승부인 경우 승부차기로 결정한다.

4.1 승부차기
이번 대회에 한하여 각 팀 대표 선수 1명이 동전던지기를 이용하여 각각 수비와 공격을 정한 뒤 1분
제한시간 안에 공격팀이 골을 성공하면 공격팀이 승리, 골을 넣지 못하면 수비팀이 승리.
승부차기는 각 팀 1대씩 드론만 이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