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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펜토미노

2인

1. 펜토미노를 1세트씩 나누어 가진 다음, 각자  모양을 빼냅니다.

2. 각자 활동판의 앞쪽 화살표(▶ ◀) 위 칸에 흰색 막대를 올려놓습니다.

3. 펜토미노 조각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흰색 막대 아래에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4. 직사각형을 완성한 사람은 흰색 막대를 한 칸 올린 후 직사각형 채우는 것을 반복합니다.

5. 더 이상 흰색 막대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크기가 더 큰 직사각형을 만든 사람이 이깁니다.

게임   인원

게임   구성

게임   방법

활동판 1개

 Speed  Pentomino

설명서 1장펜토미노 24조각

12조각 12조각

흰색 막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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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uân pentomino

12 Pieces 12 Pieces

 2 Thanh chắn màu trắng

Players    2 Người chơi 

Game Contents

How to Play

1. Mỗi người chơi chọn một bộ quân cờ pentomino và  loại bỏ hình dạng ( )
khỏi số quân pentomino của họ.

2. Mỗi bên bảng trò chơi, mỗi người chơi đặt một thanh màu trắng ở vị trí  ▶ ◀.

3. Dùng ba quân pentomino bất kỳ để lấp đầy hình chữ nhật bên dưới thanh màu trắng.

4. Khi hoàn thành hình chữ nhật, di chuyển thanh màu trắng lên một ô. Lặp lại các bước, sử dụng 
đúng số quân pentomino được ghi trên mỗi hàng.

5. Tiếp tục cho đến khi bạn không thể di chuyển thanh màu trắng lên cao hơn nữa.
Người chơi nào tạo được hình chữ nhật lớn hơn sẽ là người chiến thắ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