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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 시작하기

스크래치는 인터랙티브 스토리,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미술 등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스크래치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합니다.

스크래치 계정이 있을 때는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면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스크래치 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움직이기1

__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스크립트 영역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이 블록을 클릭하면 고양이 스치가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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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효과 추가하기2

이 블록을 클릭하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컴퓨터의 볼륨이나 스피커를 

확인하세요.

풀다운 메뉴에서 다른 타악기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__번 타악기를 __박자로 연주하기 블록을 끌어다  

10만큼 움직이기 블록 아래에 붙입니다.



움직이기1 춤추기3

__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또 붙일 수 있습니다.  

블록 안의 숫자 부분을 클릭하고 음수 기호를 입력합니다.

블록을 클릭하면 블록 전체가 실행됩니다.

__번 타악기를 __박자로 연주하기 블록을 또 붙입니다.  

그러고는 원하는 타악기를 메뉴에서 고릅니다. 

블록을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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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또 반복4

얼마든지 반복 횟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블록을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블록 아무곳이나 클릭하면 

조립된 블록 전체가 실행됩니다.

조립된 블록들 위로 __번 반복하기 블록을 끌어다 놓습니다. 

이때 __번 반복하기 블록이 다른 블록들 전체를 먹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조립된 블록들을 한 번에 옮기려면 맨 위의 블록을 클릭하여 옮깁니다.



움직이기1 소리 내기5

형태 팔레트를 클릭한 다음, __을(를) __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끌어다 놓습니다.

__을(를) __초 동안 말하기 블록 안의 말하기 내용 부분을 클릭하고  

원하는 말을 입력합니다.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__을(를) __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블록 맨위로 옮겨다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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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 깃발6

블록을 끌어다 블록들 맨위에 올려놓습니다.

초록색 깃발을 클릭할 때마다 스크립트가 시작합니다.

실행을 멈추려면 정지 버튼을 클릭하세요.



움직이기1 색깔 변경하기7

이제 색다른 것을 해볼까요?

이 블록이 무슨 일을 하는지 

클릭해 보세요.

__효과를 __만큼 바꾸기 블록을 끌어다 놓습니다.



http://scratch.mit.edu

키를 눌렀을 때8

키보드에서 스페이스 바를 

누릅니다.

풀다운 메뉴에서 다른 키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블록을 끌어다 올려놓습니다.



움직이기1 배경 추가하기9

무대에 배경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을 클릭하면 

새로운 배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배경이 무대에 나타납니다.

저장소에서 원하는 

배경을 고릅니다 

(여기서는 Spotlight-

Stage를 선택했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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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트 추가하기10

이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하면 각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새 스프라이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프라이트를 추가하려면 

     를 클릭한 다음, 전체 

목록에서 사람들을 클릭하고 

Cassy Dance를 

선택합니다.

스크래치에 사용되는 소품을 가리켜 

스프라이트로 부릅니다.

저장소에서 스프라이트 선택하기

새 스프라이트 색칠하기

스프라이트 파일 업로드하기

카메라로부터 새 스프라이트 만들기



움직이기1 탐험하기11

소리 추가하기

소리 탭을 클릭합니다.

저장소에서 소리를 선택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소리를 기록  할 수도 있으며,  

소리 파일을 업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MP3, AIF, WAV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크립트 탭을 클릭한 다음, 

__소리내기 블록을 끌어다 놓습니다.

풀다운 메뉴에서 원하는 소리를 선택합니다.

모양 바꾸기

스프라이트에는 모양이 하나 또는 그 이상 

포함됩니다.

현재 모양을 변경하려면 우선 모양 탭을 

클릭합니다.

이제 원하는 다른 모양을 클릭합니다.

애니메이션 만들기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변경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탭을 클릭합니다.

모양을 변경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이제 스프라이트에 할 일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 과정을 따라해 보거나 직접 

아이디어를 내어 만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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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12

프로젝트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도움말이 필요할 때는 도움말을 클릭합니다.

도움말 창에는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샘플 스크립트가 제공됩니다.

스크래치의 각종 블록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장과 공유

프로젝트를 온라인으로 저장하려면 반드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컴퓨터에 직접 저장하려면 ‘파일’ 메뉴에서 ‘내 컴퓨터에 프로젝트 다운로드하기’를 클릭합니다.)

로그인했다면,                                를 클릭합니다.

전체화면으로 보려면  

     를 클릭하세요.

이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기려면  

       를 클릭하세요.

프로젝트에 관해 기록할 

것이 있으면 이곳에 

입력합니다.

프로젝트 페이지

프로젝트를 공유하면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를 클릭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             를 

클릭하여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엿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려면            을 클릭하거나  

http://scratch.mit.edu/help에 방문해 보세요.



스크래치는 인터랙티브 스토리,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미술 등을 만들고, 이를 

다른 사람의 창작물과 웹에서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스크래치는 MIT 미디어 랩(MIT Media Lab)의 라이프롱 킨더가튼(Lifelong 

Kindergarten) 연구소(http://llk.media.mit.edu)가 개발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유치원에서 활용되는 블록과 물감의 특성을 프로그래밍에 접목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배울 수 있는 범위를 넓히게 될 것입니다.

스크래치 프로젝트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인텔 재단(Intel Foundation), 마이크로소프트, 맥아더 

재단(MacArthur Foundation), 레고 재단(LEGO Foundation), 구글, 

델(Dell), 인버소프트(Inversoft), MIT 미디어 랩 연구소 컨소시엄의 후원을 

Scratch is a programming language that makes it easy  
to create your own interactive stories, games, and animations – 
and share your creations with others on the web.

Scratch is developed by the Lifelong Kindergarten research 
group at the MIT Media Lab (http://llk.media.mit.edu). Our 
group develops new technologies that, in the spirit of the 
blocks and fingerpaint of kindergarten, expand the range of 
what people can design, create, and learn.

The Scratch project has been supported with funding from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Intel Foundation, Microsoft, 
MacArthur Foundation, LEGO Foundation, Google, Dell, 
Inversoft, and the MIT Media Lab research consortia.

Supported by NSF Grants 0325828 and 1002713. Any opinions, finding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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