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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중등

고등 & 대학

SW 교육의 첫걸음

스크래치 SW 활용

SW 교육의 첫걸음

레고® 에듀케이션
WeDo 2.0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프라임

레고® 마인드스톰®
에듀케이션 EV3

Maker 교육을 위한

Maker 교육을 위한

레고 에듀케이션
BricQ 모션 에센셜

레고® 에듀케이션
BricQ 모션 프라임

®

스크래치 C언어를 동시에

아두이노 코딩을 위한

TETRIX PRIME & PULSE

TETRIX MAX & PRIZM

교사들을 위한 HANDS-ON 솔루션

EV3 프로그램에서
VRT 시뮬레이터에
전달

OR SCHOOLS,
AL CENTERS

1

1

WeDo 2.0
과학과 소프트웨어, 교육의 융합
실생활과 연계된 과학 프로젝트를 통해
엔지니어링, 기술, 코딩 교육을 체험하며
과학에 대한 이해가 더욱 선명해 집니다.

WeDo 2.0 코어 세트

45300

레고® 에듀케이션 WeDo 2.0 코어세트는 흥미로운 탐구 기반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STEAM 개념을
가르쳐주는 체험 학습솔루션입니다. 이 세트는 협업을 염두해 두고 개발되었으며, 레고 브릭과 수업에
적합한 소프트웨어가 통합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과학, 공학 및 컴퓨팅 원리를 소개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1-37

280

7+

시작하기

과학 탐사 차량 마일로

3차시

견고한구조물

2차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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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두 2.0의 구성

코딩에 대한 자신감
프로그래밍 브릭을 서로 합치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간단하고 쉬운 네 가지

동작과 함께 시작하세요.

®

2 레고 모델을 조립하고

장치에 연결하세요.

모양과 색상에 따라 동작이 달라진다는
원리를 활용하여 원하는 동작을 모델에
적용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플로우 블록
프로그램의 시작,
중지, 대기 또는 반복
지정을 반복합니다.

출력 블록
모터의 동작,
사운드, 빛 또는
디스플레이

3 프로그래밍 브릭을 서로 합쳐

원하는 코드를 작성하세요.

4 재생 블록을 눌러 레고 모델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등의 결과물을
지정합니다.

입력 블록
센서, 사운드 또는
텍스트 등의 입력을
지정합니다.

THEME
WeDo 2.0 은 학생들이
실제 세계의 문제를 탐구하고
해법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5차시 식물과 수분 매개체

CODE
블록 기반의 코딩 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요소와
이 세계의 물리적 요소를
조합하는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Hands-ON 손으로 만들고

MOTION
학생들이 기어와 모터의
동작을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동작의 과학적
원리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Minds-ON 가슴으로 느끼는" 교육을 선도하는 핸즈온

4차시 헬기 구조 임무

레고® 에듀케이션 WeDo 2.0

BricQ Motion
물리학의 새로운 발견
BricQ 모션은 힘, 운동, 상호작용을
스포츠에 비유하여 실험하는 활동을 통해
초등 및 중학생을 위한 몰입적인 STEAM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BricQ 모션은 복잡한 기술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손쉬운 체험식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줍니다.
브릭을 직접 다루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아하”의 순간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BricQ 모션 에센셜

45401

2

523

6+

523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이 세트는 기어, 무게추 브릭,
스프링, 미니피겨 4개 등의 다양하고 조립하기 쉬운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색상별 분류용 트레이가 제공되므로
조립 과정이 간편할 뿐 아니라 수업 후 빠르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체용 부품에 더하여,
레고 브릭을 전혀 조립해본 적이 없는 초급자를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물리과학의 원리를 깨우치는 데 도움이 될 아이디어가
담긴 인쇄본 조립 가이드북 2권이 들어 있습니다.

2

562

10+

45400

BricQ 모션 프라임

562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이 세트는 기어, 바퀴, 공,
무게추, 공압 장치, 미니피겨 4개 등의 다양한 특수 구성
요소를포함하고 있으며, 색상별 분류용 트레이가 제공되므로
조립 과정이 간편할 뿐 아니라 수업 후 빠르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체용 부품에 더하여
학생들이 물리과학의 원리를 깨우치는 데 도움이 될
아이디어가 담긴 인쇄본 조립 가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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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Q 모션 에센셜
학습단원 계획

스포츠와 STEAM이
하나로 통합

초등학교 저학년

승리를 위한 훈련

[승리를 위한 훈련] 학습단원에서
초등 저학년은 밀기 또는 당기기로

BricQ 모션은 레고® 에듀케이션
STEAM 지속 학습 체계의 최신 제품으로서,
현실 세계에 기초한 체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
협업 및 문제 해결능력 연마 과정을 도와줍니다.
BricQ 모션은 500개 이상의 레고 브릭이 포함된
독특한 구성 요소와 NGSS 기반 수업의 통합을 통해
K-8학년 학생들의 물리학 학습을 지원합니다.

1

물체의 속도 또는 방향을 변경하려는
의도대로 설계 솔루션이 작동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과학의 승리

2
쉽게 배우는 물리 과학

흥미를 북돋우는 스포츠 테마의
수업

BricQ 모션은 학생들이 기어,
레버, 축, 풀리 등의 특수한
레고 구성 요소를 조립하며 힘,
운동, 상호작용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3

BricQ 모션은 모든 수업
계획과 조립 활동이 스포츠
테마와 연계되어 있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와
몰입도가 고조됩니다.

[과학의 승리] 학습단원에서 초등
고학년은 물체의 움직임 패턴을 조사
하고 미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날카롭게 합니다.

4
NGSS 기반 수업

교실, 집 또는 그 사이의
어디에서나

BricQ 모션 수업은 K-8학년
차세대 과학 표준(NGSS)을
준수하며, 물리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종합적 이해도 발달을
도와줍니다.

BricQ 모션은 학습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교사의 판단에
따라 수업 세트를 개인 학습
키트와 통합하여 학습의 장소가
어디이든 관계없이 참여도와
지속성을 확보하세요.

BricQ 모션 프라임
학습단원 계획
학습단원 계획, 중학교

스포츠 과학

5
기술에 대한 의존성 배제
BricQ 모션은 별다른 기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기술적 구성 요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 STEAM 학습을 곧바로
시작하기에 적합한 솔루션을
교사와 학생에게 제공합니다.

" Hands-ON 손으로 만들고

Minds-ON 가슴으로 느끼는" 교육을 선도하는 핸즈온

[스포츠 과학] 학습단원에서 두 물체의
충돌과 관련된 솔루션을 설계, 개발 및
최적화 할 때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적용합니다.

레고® 에듀케이션 BricQ 모션

SPIKE™ Prime
코딩과 메이커 교육에 대한 자신감
사용하기 쉬운 하드웨어, 스크래치 기반의
직관적인 코딩 언어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있어
학습수준과 상관없이 수업에 쉽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SPIKE™ Prime 코어 세트

45678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프라임은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의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한 최고의 STEAM
학습교구입니다.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앱은
시작하기 자료와 더불어 교육과정 표준에 기초한 STEAM
콘텐츠로 구성된 엔지니어링 및 컴퓨터 과학 중심의 4가지
학습 단원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3

SPIKE™ Prime 확장 세트

523

10+

45680

이 세트는 스파이크 프라임 코어 세트와 함께 사용되어
더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성입니다. 추가 모터와 센서를 포함하여, 코어 세트에 포함
되어있지 않은 큰 타이어와 다양한 브릭들로 학생들의 표현력을
더 발휘해주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1-3

6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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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크™ 프라임의 구성

코딩에 대한 자신감

1 STEAM 학습

2 손쉬운 시작
헬스 트레이너

비 또는 맑음?

3 클라우드 데이터 활용

4 파이썬 지원

코딩에 대한 자신감

윈드 스피드

태블릿과 컴퓨터를 지원하는 직관적인
코딩 환경은 인기가 많은 스크래치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이 모두 좋아할 만한
시스템 환경을 구현해 줍니다.

브레이크 댄스

정말 안전하게 지켜요!

깨끗하게 청소하기

" Hands-ON 손으로 만들고

Minds-ON 가슴으로 느끼는" 교육을 선도하는 핸즈온

레고® 에듀케이션 SPIKE™ Prime

MINDSTORMS®

EV3

STEAM 교육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
과학, 기술, 공학, 디자인, 컴퓨터 공학, 수학 영역을
아울러 코딩 교육과 메이커 교육을 한 번에 해결하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길러줍니다.

LEGO® mindstorms® education

EV3 코어 세트

45544

이 세트는 레고® 마인드스톰® 에듀케이션 EV3의 개념을 이용해
STEAM과 컴퓨터 과학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일종의 소형 컴퓨터에 해당하는 인텔리전트 EV3 브릭을 이용해
모터를 제어하고 센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수반하며, 아울러
브릭과 아이콘 기반의 프로그래밍 / 데이터 로깅 소프트웨어를 조합하여
학생들에게 간단한 공학 및 코딩 과제를 제험 학습할 수 있습니다.

1-3

EV3

확장 세트

541

10+

45560

이 세트는 학생들의 로봇공학 체험을 심화하고 창의적 본능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재미있는 고급 조립
활동과 추가적인 기계 구성요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보완적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3

853

10+

LEGO and the LEGO logo are trademarks of the ©2021 The LEGO Group LEGO Group

Program in LME with EV3
코딩에 대한 자신감
직관적인 끌어다 놓기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로봇과 센서를
완전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블록
프로그램의 시작,
중지, 대기 또는 반복
지정을 반복합니다.

출력 블록

Program in Python with EV3

모터의 동작,
사운드, 빛 또는
디스플레이
등의 결과물을
지정합니다.

입력 블록
센서, 사운드 또는
텍스트 등의 입력을
지정합니다.

이미지 추가 필요

LAPVIEW

ROBOTC

코어 세트 - 퍼피

코어 세트 - 로봇 팔 H25

코어 세트 - 자이로 보이

" Hands-ON 손으로 만들고

Minds-ON 가슴으로 느끼는" 교육을 선도하는 핸즈온

레고® 에듀케이션 MINDSTORM® EV3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레고® 마인드스톰
한국 독점공급!

Virtual Robotics Toolkit

Virtual Robotics Toolkit
(주)핸즈온테크놀러지는 Virtual Robotics Toolkit을 개발한 Cogmation Robotics 회사와
독점 계약 및 한국어버전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교육
레고® 마인드스톰® 에듀케이션 EV3 및 NXT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Virtual Robotics Toolkit은 마인드스톰 환경을 향상
시키거나 확장하려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인 물리 기반
시뮬레이터입니다.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마인드스톰 로봇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며 테스트를 위한 공간이나 실제 브릭이 부족한
부담이 없어 다양한 로봇 모델 시뮬레이션(WRO, FLL 로봇대회
실전코스 데이터 내장)이 가능합니다.

No Robot, No Problem
시뮬레이션 된 로봇은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고장이나
부품을 잃어버릴 걱정이 없습니다.
Toolkit을 사용하면 실제와 똑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로봇을 구축하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된 로봇용으로 작성한 코드도
실생활에서 실행됩니다.

Competitive Edge
Toolkit을 사용하면 팀이 신속하게 로봇을 설계하고 프로토 타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만남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LEGO® Digital Designer™와 같이 널리
사용되는 다양한 CAD 도구에서 맞춤형 로봇 모델을 가져 와서 즉시
실험을 시작하세요.

Build
당신의 LDraw™ 제작물을 현실로 가져오세요! Virtual Robotics Toolkit은
다수의 무료 3D 모델링 도구를 사용하여 만든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LEGO® Digital Designer™, MLCAD 또는 LDCad를 사용하여
모델링하는 경우에도 모델을 가져와서 몇 분 만에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자신
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Program
LEGO® MINDSTORMS® EV3 프로그래밍 환경을 사용하여 실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가상 로봇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MINDSTORMS 프로그래밍에 익숙한 분들은 이미 시뮬레이터의 사용법을
알고 있습니다.
LEGO® Robotics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육 자료는 당신을 전문가로 변신시킵니다.

Simulate
시뮬레이터의 고급 물리 엔진은 탁월한 현실감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물리적인 힘이 당신의 로봇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표면에서의 마찰을 변화 시키거나 중력을 이용하여 로봇이
무중력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 할 것인지를 실험해보세요.

Analyze
당신의 로봇이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센서 출력을
시각화합니다. Virtual Robotics Toolkit은 다음의 센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MINDSTORMS EV3 / NXT - Ultrasonic sensor
MINDSTORMS EV3 / NXT - Color sensor
MINDSTORMS EV3 / NXT - Touch sensor
MINDSTORMS EV3 - IR sensor
MINDSTORMS EV3 - Touch sensor
MINDSTORMS EV3 - Gyro Sensor
HiTechnic - Infrared sensor
HiTechnic - Compass sensor

" Hands-ON 손으로 만들고

Minds-ON 가슴으로 느끼는" 교육을 선도하는 핸즈온

한국 독점공급!

로봇교육을 위한 최적의 컨텐츠

레고® 에듀케이션 제품인 WeDo 2.0 및 Mindstorms EV3 세트를 기반으로 한 커리큘럼에 따라
로봇 공학을 배우면서 교사와 학생들이 협력하여 교실에서 과목에 활기를 불어 넣고 학습을 재미 있고
영향력있게 만드는 재미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교육 솔루션과 클라우드 기반
교육 플랫폼을 체험해 보세요.

Step 1 - Presentation
각 로봇은 그들만의 배경, 이름 그리고 처해있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2 - Assumption
먼저 우리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생각하는 과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관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Step 3 - X-ray
우리는 마치 X-ray를 사용하는 것 처럼
모델 내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떤 어떤 기능이 구현되는지 알려줍니다.

Step 4 - Assembly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은 새롭고 독특한 교육 모델
제작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시험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선 하게 됩니다.

Step 5 - PROGRAM
로봇을 만든 사람만이 로봇이 하는 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어떤 일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할까요??

Step 6 - Tests
연습을 통해 지식이 검증됩니다. 각 수업이 끝나면 배운 지식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수업 후
무언가를 만들어 보거나 새로운 발견을 해 즐거워 할 것 입니다!

LEGO® Education WeDo 2.0 CURRICULUMS

Space Journey Curriculum

Early Robitics Curriculum

Dino Park Curriculum

City Bots Curriculum

LEGO® Education EV3 CURRICULUMS

Robotics 3.1 Curriculum

KOREA

WRO game object

Robotics 3.2 Curriculum

Robotics 3.3 Curriculum

Robotics 3.4 Curriculum

CURRICULUMS

WRO Elementary Category

WRO Junior Category

Free building instruction

" Hands-ON 손으로 만들고

Minds-ON 가슴으로 느끼는" 교육을 선도하는 핸즈온

WRO Senior Category

메이커 스페이스를 위한
최고의 선택!

3가지 기능이 하나로!
3D프린터, 레이저 각인, CNC 조각 기능이
스냅메이커 한 대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작업시간 단축!
후가공이 필요없는 매끄러운 프린트
결과물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STEAM 교육에 최적화!
3가지 기능으로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쉽고 빠르게 현실화 합니다.

3D 프린팅

레이저 각인

CNC 조각

교체 가능한 모듈

컬러 터치스크린

정교한 리니어 모듈

다양한 활동을 위한 부품 & 액세서리 (별매)

PLA 필라멘트

탄소섬유시트

MDF 우드 시트

1600mW 레이저 모듈

안전 케이스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스냅메이커

- Agustin Flowalistick

- ALL3DP
- Make : Magazine

스냅메이커 상세 스펙
3D 프린팅

레이저 각인

CNC 조각

A250

치수
405 x 424 x 490 mm

3D 프린팅
조형 크기

230 x 250 x 235 mm

히팅 베드

up to 100℃

3D 프린팅
레이어 해상도

50 - 300 microns

노즐 온도

Up to 275℃

지원되는 재료

PLA, ABS, TPU, Wood Filed PLA,
more being tested

레이저 각인
작업 면적

230 x 250 mm

레이저 각인

CNC 조각
작업 면적

A350

230 x 250 x 180mm

치수
490 x 506 x 580 mm

3D 프린팅
조형 크기

320 x 350 x 330 mm

히팅 베드

up to 80℃

레이저 각인
작업 면적

320 x 350 mm

CNC 조각
작업 면적

320 x 350 x 275mm

카메라

내장 카메라

레이저 파워

1.6W

파장

450mm

안전 등급

Class4

지원되는 재료

목재, 가죽, 플라스틱, 작물, 종이,
투명하지않은 아크릴, more being tested

CNC 조각
조각날 직경

0.5mm - 6.35mm

스핀들 속도

19,000 RPM

가공되는 재료

목재, 아크릴, PCB, 탄소 섬유 시트, 옥,
more being tested

다양한 활동을 위한 부품 & 액세서리 (별매)

스냅메이커 2.0 안전 케이스
스냅메이커 2.0 안전 케이스는 소음 감소, 도어 감지, 안정적인 환경,
레이저 감소, 연기 추출, LED 스트립, 방진, 높은 보호

스냅메이커 2.0 회전 모듈
스냅메이커 2.0 회전 모듈은 스냅메이커에 4번째 축을 추가 하여 매우
강력한 데스크톱 CNC 가공 동력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회전 모듈은 탁상용 미니어처, 소형 조각품과 같은 입체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압출, 레이어 이동, 스트링 또는 FDM 또는
SLA의 지원없이 회전 모듈은 다른 3D 프린팅 기술이 할 수없는 수준의
디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냅메이커 2.0 비상 정지 버튼
스냅메이커 2.0 비상 정지 버튼은 3D 프린팅, 레이저 조각 및 CNC
조각을 위한 추가 안전 계층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지 버튼을
누르기 만하면 작동이 중지됩니다.

CNC 플랫폼
(MDF Wasteboard)

양면 인쇄
스티커 시트

CNC 비트 (5매)

고온 마감
압출기 키트

TETRIX®
PRIME

Every robot needs a PULSE!

PULSE 로봇 컨트롤러는 강력하면서도 사용이 쉬운 테트릭스 프라임 시스템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로보틱스 컨트롤러로서, 다양한 모터, 서보, 인코더 및 센서 포트를
갖추고 있으며 무료 TETRIX Ardublockly 소프트웨어와 호환되어 학생들에게
그래픽 또는 텍스트 기반 코딩을 가르치는 데 있어 이상적인 학습 툴을 제공합니다.

i2C 포트
6 스탠다드 컨트롤 서보 포트

3 아날로그
센서 포트

2 DC 모터 컨트롤 포트
USB 프로그래밍 포트

3 디지털
센서 포트

파워 스위치

정지/리셋 버튼
2 인코더 입력 버튼

스타트 버튼

배터리 커넥션 포트

TETRIX® PRIME dual Control
Robotics set

TETRIX® PRIME Compatible
Line Finder Sensor

TETRIX® PRIME Compatible
Ultrasonic Sensor

TETRIX®
The choice in robotics control
MAX is clear.
TETRIX PRIZM® 컨트롤러는 로봇을 위해 완벽하게 통합되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커넥터와 다양한 모터, 서보, 엔코더 및 센서포
트가 특징입니다. 이 컨트롤러는 강력하면서도 사용하기 쉬운 학습 도구인 두 가지
이점을 모두 제공합니다. PRIZM을 사용하면 학생들은 더 똑똑하고 정확하
며 현실 세계와 같은 로봇을 만들어 새로운 차원의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센서 포트

6 스탠다드 서보 포트

1 12C 포트
3 아날로그 센서 포트

1 모터 컨트롤러 확장 포트

USB 프로그래밍 포트

정지/리셋 버튼
시작 버튼

2 연속 회전
서보 포트
2 DC 모터
컨트롤 포트
2 직각 엔코더 입력 포트
배터리 커넥션 포트

TETRIX® MAX Servo Motor
Expention Controller

TETRIX® MAX DC Motor
Expention Controller

TETRIX® MAX
TorqueNADO™ Motor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tackle them all with robotics.
TETRIX® PRIME은 로봇 공학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로봇 제작물을 빠르고 쉽게 실감 나게 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문제 해결 및 STEM 지식 적용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성품 강의실 세트,
제작자 안내서 및 RoboBench 비디오 시리즈를 통해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Watch your bot come to life with the new PULSE™ Robotics Controller!
We’re excited to offer you three robotics sets to choose from.

TETRIX® PRIME
R/C Robotics Set

TETRIX® PRIME

Programmable Robotics Set

TETRIX® PRIME

Dual-Control Robotics Set

Remote controlled

Remote controlled

Remote controlled

Autonomous controlled

Autonomous controlled

Autonomous controlled

TETRIX® PRIME
R/C Robotics Set

BR44320

Remote controlled

해당 세트는 드라이버 제어 기능을 가진 로봇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TETRIX® PRIME
Wheelee Bot

290개 이상의 부품과 그리퍼 키트
(커넥터, 허브, 브라켓, 바퀴 및 기타 구성 요소)
4채널 무선 컨트롤러 (게임패드 스타일)
2개의 표준 서보와 2개의 연속 회전 서보
충전 가능한 배터리 팩 및 충전기
On/Off 스위치
로봇 수업을 위한 공과 컵

t

TETRIX® PRIME
Pickee Bot
TETRIX® PRIME
Buggee Bot

모든 PRIME R/C 로봇 세트에는 제작자 가이드 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 가지 모델을 제작하기 위한 조립도
- 제작 시 필요한 팁과 요령
- 직접 제작한 로봇으로 대결하고 즐길 수 있는 9개의 액티비티
가이드 책자는 핸즈온 홈페이지와
핸즈온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TETRIX® PRIME

Programmable
Robotics Set

BR44321

TETRIX® PRIME

Dual-Control Robotics
Set
BR44322

Autonomous controlled

Autonomous controlled

Remote controlled

해당 세트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가진
로봇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트는 프로그래밍 기능과 드라이버 기능을 모두 가진
로봇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TETRIX PULSE 컨트롤러와 USB 케이블
그로브 라인 파인더 및 초음파 센서
290개 이상의 부품과 그리퍼 키트
(커넥터, 허브, 브라켓, 바퀴 및 기타 구성 요소)
2개의 표준 서보와 2개의 연속 회전 서보
충전 가능한 배터리 팩 및 충전기
On/Off 스위치
로봇 수업을 위한 공과 컵
세트에 포함 되어있는
프로그래밍 가이드 책자는
PULSE 컨트롤러를 이용해
TETRIX Ardublockly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TETRIX PULSE 컨트롤러와 USB 케이블
그로브 라인 파인더 및 초음파 센서
4채널 무선 컨트롤러 (게임패드 스타일)
290개 이상의 부품과 그리퍼 키트
(커넥터, 허브, 브라켓, 바퀴 및 기타 구성 요소)
4채널 무선 컨트롤러 (게임패드 스타일)
2개의 표준 서보와 2개의 연속 회전 서보
충전 가능한 배터리 팩 및 충전기
On/Off 스위치
로봇 수업을 위한 공과 컵

Robotics sets designed

With teachers in mind

설계를 꿈꾸는 경우 TETRIX® MAX 로봇 시스템으로 설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트는
로봇 공학을 통한 교육 및 학습에 대한 쉬운 진입을 제공합니다. MAX 시스템은 건설용
항공기 급 알루미늄 부품과 강력한 구동 모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모션 및
구조적 예비 부품으로 인해 창의성과 실제 엔지니어링 설계를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입니다.

Add the PRIZM™ Robotics Controller to your robotics
collection and control your bot like never before.

TETRIX® MAX

R/C Robotics Set

TETRIX® MAX

Programmable Robotics Set

TETRIX® MAX

Dual-Control Robotics Set

Remote controlled

Remote controlled

Remote controlled

Autonomous controlled

Autonomous controlled

Autonomous controlled

TETRIX® PRIME
R/C Robotics Set

BR41990

Remote controlled

해당 세트는 4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팀이
드라이버 제어 기능을 가진 로봇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4채널 무선 컨트롤러 (게임패드 스타일)
R/C 모터 컨트롤러와 마운트
670개 이상의 부품
바퀴, 기어, 채널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하드웨어 요소
충전 가능한 배터리팩과 충전기
On/Off 스위치와 조립용 공구

MAX R/C 로봇 세트에는 제작자 가이드 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 가지 모델을 제작하기 위한 조립도
- 제작 시 필요한 팁과 요령
- 직접 제작한 로봇으로 대결하고 즐길 수 있는 9개의 액티비티
가이드 책자는 핸즈온 홈페이지와
핸즈온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TETRIX® PRIME
Programmable Robotics Set

BR43053

Remote controlled

해당 세트는 4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팀이
프로그램이 가능한 TETRIX PRIZM
컨트롤러를 이용해 로봇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TETRIX PRIZM 컨트롤러와 USB 케이블
그로브 라인파인터 및 초음파 센서
670개 이상의 부품
바퀴, 기어, 채널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하드웨어 요소
TorqueNADO 모터 2개, 모터 케이블 2개
충전 가능한 배터리팩과 충전기
On/Off 스위치와 조립용 공구

세트에 포함 되어있는 프로그래밍 가이드를 통해 아두이노 소프트웨어(IDE)를 사용하여
TETRIX PRIZM을 프로그래밍 하는 요령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회 및 행사 소개

월드 로봇 올림피아드

World Robot Olympiad

대상 : 초ㆍ중ㆍ고ㆍ대학
종목 : 정규종목, 창작종목, 축구종목, 고급 로봇공학 종목
대회 일정 : 매년 8월 경 (국내 예선), 매년 11월 경 (세계 대회)

월드 로봇 올림피아드(WRO)는 전 세계적인 로봇공학 경연 대회로서, 협동심과 창의력을 일깨우고
수학과 과학 지식을 강화하고 팀워크를 촉진하며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로봇 기술에
대한 열정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범주의 활동이 펼쳐집니다.
WRO는 각 국가별 대회와 세계대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올림픽과 유사한 방식으로 열립니다.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전 세계에서 국가별로 대회를 개최하여 세계대회에 참가할 대표팀을 뽑고,
각국 대표팀들은 그해 세계대회에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이 경연에는 매년 23,0000개 이상의 팀이 국가별 대회에 참여하며, 국내 대회 우승팀에게
세계 대회 참가 권한이 부여됩니다.

국제로봇콘테스트 AIR-SPORTS 경진대회
대상 : 초, 중, 고, 대학
종목 : 로봇 농구
대회 일정 : 매년 9-10월 경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임베디드 SW 개발 및 하드웨어 제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조직된 경진대회로서,
인간과 로봇이 하나되어 열정이 살아 숨 쉬는 로봇스포츠입니다.
자율주행 모드와 조종 모드를 융합한 로봇스포츠 대회입니다

마포구 전국창의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대상 : 초ㆍ중
종목 : 경쟁부문, 과제수행부문, 주제창작부문, 3D 모델링 부문
대회 일정 : 매년 8월 경 예선 심사, 9월 경 본선 대회

PAMS 레고® 자율주행 경진대회
대상 : 초ㆍ중ㆍ고
종목 : 자율주행
대회 일정 : 매년 11월 경

KBSC 올림피아드 중등부
대상 : 초등 5~6학년ㆍ중 1학년
대회 일정 : 매년 12월 경

경남 청소년 소프트웨어 대회
대상 : 초ㆍ중ㆍ고ㆍ대학
종목 : 정규종목, 창작종목, 축구종목, 고급 로봇공학 종목
대회 일정 : 매년 8월 경 (국내 예선), 매년 11월 경 (세계 대회)

강릉시 초, 중, 고 창의공학 경진대회
대상 : 강릉시 초 (5, 6학년)ㆍ중ㆍ고
종목 : 레고 자율주행 경쟁부문
대회 일정 : 매년 1월 경

마포구 소프트웨어 겨울캠프
대상 : 초등 4-6학년 학생과 학부모
종목 : 썰매 제작 후 핸드폰 조종으로 썰매 타고 선물 전달하기
대회 일정 : 매년 12월 경
" Hands-ON 손으로 만들고

Minds-ON 가슴으로 느끼는" 교육을 선도하는 핸즈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