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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설치하기

챌린지 세트에 포함된 물품:
경기장 매트, 미션 모형, 듀얼락(벨크로), 혁신 프로젝트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레고 브릭들

1. 미션 모형 만들기 – 챌린지 셋트에 포함된 레고 부품과 조립도를 사용합니다. 한 사람이 조립한다면 약 6시간 
소요될 것입니다. 미션 모형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모든 부품들이 단단하게 고정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2. 듀얼락과 미션 모형 – 다음 설명대로 따라하십시오.

듀얼락 – 챌린지 세트에서 3M 표시가 있는 갈색 종이를 찾으십시오. 이것은 매트위에 모형을 붙이기도 하고 제거 
하기도 합니다. 

고정형 모형 – 사각형 안에 있는 X 표시는 매트에 듀얼락을 붙일 위치를 알려줍니다. 

모형 누르기 – 모형을 아래로 누를 때, 전체 모형을 누르지 말고 가장 아래의 단단한 부분을 눌러 전체 모형이 부서지
지 않도록 합니다. 모형과 매트를 분리할 경우에도 동일한 부분을 들어 올리도록 합니다.

비고정형 모형– 설명된 대로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STEP 1: 아랫면 붙이기

윗면이 편평한 파란색 유닛 1개 홈에는 다음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대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박쥐, 환경보존 개선 구조물(태양전지판, 옥상정원, 
  단열장치), 14개의 유닛, 미션11에서 사용할 팀 구
  조물

흰색 유닛 1개

STEP 2: 윗면 붙이기 STEP 3: 모형 위치시키고 누르기

점검 드론 정밀 토큰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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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고정형 모형 

단순 고정형 모형 

그네

Step 1

Step 1

Step 1: 줄의 끝부분에 가
깝게 매듭을 묶습니다.

Step 2: 파란색 유닛을 걸어 들어 올
립니다. 크레인 팔을 시계 반대반향
으로 돌립니다.

철골구조:

시험용 건물:

크레인:

나무 교통제증 

Step 2: 동쪽으로 밉니다.

Step 2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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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고정형 모형 (계속)

Step 7: 브릿지의 꼭대기 아래에 지지대를 사용하여 무
거운 로봇을 받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길이가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는지 실험해 봅니다.

브릿지:

Step 2: 모든 듀얼락 위치
를 다시 확인합니다.               

Step 6: 브릿지의  꼭대기가 북쪽 벽과 보조 벽의 중앙에 
위치하는지 확인합니다(경기장 벽이 있는 경우)

Step 3: 입구를 다시 연결
합니다.

Step 4: 모서리가 빨간 점
에 위치하도록 듀얼락을 
조정합니다.

Step 5: 깃발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아래를 향하는지 
확인합니다.

Step 1: 아랫면 모습

Step 1: 브릿지의 입구를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팁 -경기장에 벽이 없는 경우에는 지지대로 책을 사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