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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축구 A.I. Soccer 

 

 
1. 종목설명 

 

AI 축구는 참가팀이 AI 기술을 사용하여 팀 전략과 전술을 프로그래밍하여 진행하는 

E-SPORTS 축구경기이다. 코딩 이후에는 사람의 조작없이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알고리즘 구현이 요구된다. 

 
2. 플랫폼 

 

2-1. 예선  예선 진출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경기를 진행하며 실시간 채널로 경기를 

관전한다.(예선은 별도의 미션 또는 수정시간 없음) 

 

2-2. 본선 본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대회장에서 오프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3. 경기장 

 

3-1. 경기장의 규격과 구성  경기장은 780cm x 465cm (오차범위 ±10%)이다. 

 
3-3. 경기장 필드  초록색 계열의 잔디구장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광고나, 주최측의  

로고 등이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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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화면> 

 

3-4. 경기장 부속물 

3-4-1. 축구공  무게 18.4g, 지름 10cm의 공으로 표현된다. 

 
<예시> 

    

3-4-2. 축구선수 

3-4-2-1. 축구선수의 역할표시  기본 포맷은 세가지 역할(골키퍼, 수비수,  

공격수)로 되어있으나 역할 구분없이 자유롭게 플레이가 가능하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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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표> 

 

3-4-2-2. 축구선수형태 선수는 아래의 세 개의 모양 중 한 개가 선택 가능하며  

한 팀에서는 정해진 선수를 선택하여 플레이를 구성할 수 있다. 

- 한 팀에서 여러 모양의 선수를 선택할 수는 없다. 

 
<로봇 형태> 

3-4-2-3. 축구선수사양  한 팀의 다섯 개의 로봇은 같은 좌표계를 공유한다. 

 몇몇 사양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역할에 따라 다르다. 

 

 

<물리법칙 사양> 

  

  

구분 골키퍼 수비수 공격수 

특징 힘 우위 슈팅 우위 드리블 및 속도우위 

속도 3 m/s 3.5 m/s 4.25 m/s 

(각)가속도 무제한 

최대 회전 토크 0.96 N*m 1.44 N*m 0.48 N*m 

질량 3 kg 2.4 kg 1.8 kg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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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 진행 

 

4-1. 경기진행 방식 

4-1-1 경기 시간 경기는 전반전 5분, 수정시간 5분, 후반전 5분으로 진행된다.  

4-1-2 배치 A 팀 : 필드 왼쪽, 빨간색 로봇 / B 팀 : 필드 오른쪽, 파란색 로봇 

  4-2. 토너먼트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4-3. 미션수행 전반전 시작전 필수적인 알고리즘 수정을 위해 참가자에게 미션이 

부여된다. 

4-4. 수정시간 전반전 종료 후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 5분간 제출한 코드의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수정이 필요없다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  

4-4-1. 제출방법 이동식디스크(USB, 이동식 HSS/SSD 등)에 파일을 저장하여  

운영진에게 제출하면 된다.  

4-4-2. 확장자 파이썬 : .py / C언어 : .cpp) 

 

 

5. 경기 

 

5-1. 미션의 수행  전/후반 시간동안 상대방 골대로 축구공을 많이 넣으면 승리한다.  

5-1-1. 교착상태  두 팀의 모든 로봇이 공을 차지 못하는 경우 

AI기반의 로봇은 축구공을 제대로 차지 못하는 상황 발생 

AI 축구의 경기장은 실제 경기장과 달리 단단한 벽으로 둘러 싸여 

있기 때문에 로봇들이 공을 벽으로 밀 수 있고, 여러 로봇들이 

같은 동작을 한다면 공이 움직이지않는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음 

공이 0.4m/s 미만의 속도로 4초간 움직이는 것을 교착상태로 인지 

교착상태 발생 지역에 따라 다르게 처리 

5-1-2. 진영결정 가위바위보, 제비 뽑기, 동전던지기 등을 실시한 후 선택권을 갖게  

된 참가자가 진영(레드팀, 블루팀)을 선택한다. 

 

5-2. 점수의 획득 상대방 골대에 공을 넣을 때마다 점수를 획득한다. 1골당 1점을 

획득한다. 

 

5-3. 경기규칙 

5-3-1. 킥오프  경기시작 신호에 따라 레드팀 킥오프로 경기를 진행한다. 전반전종료 

후 블루 팀 킥오프로 후반전이 진행된다. 골 발생 시 실점한 팀 킥오프로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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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다.  

* 공 소유권을 가진 팀의 공격수(F2) 이외의 로봇들은 다음이 발생하면 움직인다. 

(공이 센터서클을 벗어난 경우 / 공이 3초 동안 센터서클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 

 
 

5-3-2. 공 아웃 골대의 측면을 통해 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상황을 말한다. 골 

킥이나 코너 킥으로 경기 진행한다. 

공이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을 찬 로봇의 수가 적은 팀이 공 소유권을 

가진다. (두개 이상의 로봇이 동시에 차는 경우 존재) 

로봇의 수가 같다면, 공이 나간 방향 골대의 팀이 공 소유권을 가진다. 

 
 

5-3-3. 코너킥 코너 지역에서 교착상태 또는 공 아웃 시 코너 킥으로 경기 진행한다. 

코너 킥이 진행되는 코너 지역의 위치와 공 소유권을 가진 팀에 따라 다른 

형식의 코너 킥을 진행한다. 

공 소유권을 가진 팀의 공격수(F2) 이외의 로봇들은 다음이 발생하면 움직인다. 

(공 소유권을 가진 팀의 공격수(F2)가 공을 찬 경우/3초 동안 로봇이 공을 

차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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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페널티킥 페널티 지역에서 교착상태 또는 반칙 시 페널티 킥으로 경기 

진행한다. 

공 소유권을 가진 팀의 공격수(F2) 이외의 로봇들은 다음이 발생하면 움직임 

(공 소유권을 가진 팀의 공격수(F2) 가 공을 찬 경우/3초 동안 로봇이 공을 

차지 못한 경우) 

 

 
 

5-3-5. 골킥 페널티 지역에서 교착상태 또는 반칙 시 페널티 킥으로 경기 진행한다. 

공 소유권을 가진 팀의 공격수(F2) 이외의 로봇들은 다음이 발생하면 움직임 

- (공 소유권을 가진 팀의 골키퍼(GK)가 공을 찬 경우/3초 동안 로봇이 공을 

차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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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퇴장 로봇이 뒤집힌 상태로 3초 경과 시  팀의 골대 외벽 뒤로 퇴장한다. 

퇴장 후 5초 경과 시 기본 포지션(킥 오프 포지션)으로 복귀한다. 

예외 상황 : 복귀할 위치에 다른 로봇이나 공이 있을 경우 물체가 없어진 후 

복귀 

5-3-7. 공 재배치 코너와 페널티 지역 외의 영역(빨간 네모)에서 교착상태 시 공을 

재배치한다. 4개의 지정된 위치(빨간 점) 중 현재 공과 가장 가까운 위치로 

재배치한다. 로봇들은 재배치 되지 않는다. 

 

 

6. 경기 기록 

 

6-1. 평가방법 미션수행 시 득점결과로 평가한다. 

 

6-2. 연장전 5분 간 진행한다. 다득점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6-3. 승부차기 연장전 이후에도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승부차기가 진행된다. 

양쪽 팀에 각각 5번의 기회가 주어지며 한 번씩 번갈아가며 페널티킥을  

찬다. 5번 모두다 차기 전에 승부가 결정이 나면 (예: 양팀 각각 4명씩  

찼을 때 4:2) 거기서 끝난다.  

양팀 5명이 모두 찬 후에도 무승부면 한 팀은 성공하고 한 팀은  

실패할 때까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