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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코딩이 여는
새로운 세상!

우리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 문을 여는 전자도어락에도, 집 안의 에어컨과 밥솥에

도, 거리의 신호등에도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을 프로그래밍 또는 코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코딩’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검은 화면에 알 수 없는 문자를 입력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

람들이 많습니다. 무척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스크래치’를 사용한다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코딩을 배울 

수 있습니다. 블록들을 하나씩 연결하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딩을 처음 배운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처음 시작하

는 여러분을 위해 기초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껏 상상하고, 상상한 것을 만들고, 만든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과 공

유하는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소프트웨어로 

가득찬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으로의 입문을 환영합니다.

송상수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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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하여

1부 - 프로그래밍의 세계로

1부에서는 프로그래밍과 스크래치를 소개합니다. 스크래치 가입 방법은 물론,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스크래치 화면을 요목조목 설명하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합니다.

2부 - 기초 쌓기

아주 간단한 애니메이션부터 재미있는 게임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누구

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3부 - 응용하기

2부에서 기초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배운 개념을 토대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로젝트를 만

듭니다. 스크래치의 확장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세요.

4부 - 완성도 높이기

주어진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고 코드를 이해한 뒤, 새로운 기능을 직접 추가해 봅니다.

이 책에 대하여

각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내용

제목 프로그래밍 개념 스크래치 기능

1장

스크래치와 첫 만남
스크래치와 프로그래밍에 대해 설명한다.

2장

나의 첫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순서에 따라 스크래치로 첫 프로젝트를 만든다.

3장

애니메이션 만들기 1 (닭과 병아리)
순차 구조 말하기, 모양, 소리

4장

애니메이션 만들기 2 (달려가는 곰)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움직이기, 이동하기, 튕기기, 회전 방식, 

생각하기,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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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로그래밍 개념 스크래치 기능

5장

전자 악기 만들기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이벤트 말하기, 모양, 기다리기, 음악

6장

퀴즈를 맞혀라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비교 연산

말하기, 모양, 보이기/숨기기, 소리, 

묻고 기다리기

7장

고양이 피하기 게임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

움직이기, 이동하기, 방향, 말하기, 모양, 

크기, 보이기/숨기기, 멈추기, 감지, 타이머, 

난수, 결합하기

8장

나만의 그림판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 신호, 

이벤트
이동하기, 움직이기, 감지, 펜

9장

선물 찾기 게임
순차 구조, 반복 구조, 변수, 이벤트

이동하기, 말하기, 모양, 크기, 

보이기/숨기기, 소리, 기다리기, 결합하기, 

멈추기, 타이머

10장

승부차기 게임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 신호, 

이벤트, 변수, 비교 연산, 논리 연산

움직이기, 이동하기, 방향, 튕기기, 말하기, 

감지, 난수

11장

할 일 관리 프로그램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신호, 이벤트, 변수, 

리스트
말하기, 묻고 기다리기

12장

사각형 패턴 만들기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이벤트, 함수

움직이기, 회전하기, 이동하기, 말하기, 

묻고 기다리기, 펜

13장

픽셀 그림판 만들기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 논리 연산

이동하기, 좌표, 효과, 보이기/숨기기,

기다리기, 복제, 감지

14장

끝말잇기 게임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 

비교 연산, 논리 연산, 변수, 리스트
말하기, 소리, 멈추기, 묻고 기다리기, 난수

15장

박수 소리로 음악 켜기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 

비교 연산, 이벤트, 변수
소리

16장

손으로 과일 따기

순차 구조, 반복 구조, 비교 연산, 신호, 

변수

움직이기, 이동하기, 보이기/숨기기, 소리, 

기다리기, 멈추기, 복제, 타이머, 비디오

17장

번역 로봇
순차 구조, 신호, 이벤트

말하기, 묻고 기다리기, 번역,  

Text to Speech

18장

야구 게임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 

비교 연산, 변수

이동하기, 말하기, 모양, 보이기/숨기기, 

소리, 기다리기, 멈추기, 감지, 난수

19장

괴물 막기 게임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 

비교 연산, 논리 연산, 변수

이동하기, 좌표, 모양, 크기, 순서, 보이기/

숨기기, 소리, 기다리기, 멈추기, 복제, 난수

20장

음식 구하기 게임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 변수

움직이기, 이동하기, 방향, 좌표, 모양, 

보이기/숨기기, 기다리기, 멈추기, 복제, 

감지, 난수

21장

추첨 프로그램
순차 구조, 반복 구조, 리스트 말하기, 소리, 묻고 기다리기, 난수

22장

날아다니는 고양이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 

비교 연산, 논리 연산

움직이기, 이동하기, 좌표, 말하기, 모양,  

크기, 보이기/숨기기, 소리, 기다리기,  

멈추기, 복제, 감지, 난수, 결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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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각 장에서 공부할 학습 목표를 살펴보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프로그래밍 개념과 스크래치 기능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살펴보기

이 장에서 만들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난이도

각 프로젝트의 난이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난이도는 별 하나부터 다섯 

개까지 단계별로 높아집니다.

개념 다지기

프로젝트를 만들 때 알아야 하는 프로그래밍 개념을 설명하고, 이와 관

련된 스크래치 블록을 소개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제가 함께 제공

됩니다.

프로젝트 미리보기

QR 코드를 통해 프로젝트를 미리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조작 키

이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는 데 필요한 조작 키를 알려줍니다.

이 책의 구성 요소



xii

프로그래밍의
세계로

이 책에 대하여

검토하기

완성된 코드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보너스 문제인 ‘더 나아가기’도 제

공됩니다.

프로그래밍하기

코드를 하나하나 조립하면서 프

로젝트를 만들어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아주 친절히 설명하므로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와 배경 준비하기

프로젝트에 나오는 스프라이트나 배경 정보를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이 표를 보면 설명을 읽지 않아도 프로젝트에 

필요한 스프라이트나 배경을 한 번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팁

프로그래밍 팁이나 참고사항 등

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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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선택, 비교 연산 개념을 활용하여 문제를 내고 푸는 

게임을 만들어봅시다.

학습 목표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비교 연산

프로그래밍 개념

말하기, 모양, 보이기/숨기기, 소리, 묻고 기다리기

스크래치 기능

★★☆☆☆

난이도

퀴즈를
맞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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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 프로젝트를 여러 번 실행하며 문제의 정답과 오답을 입력해 봅시다.

• 정답을 맞혔을 때와 틀렸을 때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봅시다.

프로젝트 살펴보기

http://bit.ly/jpubp06

조작 키프로젝트 미리보기

6장  퀴즈를 맞혀라

3단계

오답을 입력하면 다음에 다시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2단계1단계

캐릭터가 문제를 냅니다. 정답을 맞히면 길을 비켜준다고 말하고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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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다지기

개념 다지기

선택 - 조건에 따라 다른 명령을 내려요!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스프라이트가 조건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도록 해야 할 때가 많

습니다. 퀴즈 맞히기 게임을 만들 때도 사용자가 정답을 맞혔을 때와 틀렸을 때 캐릭터가 

각각 다른 말을 해야겠죠. 이처럼 조건에 따라 컴퓨터가 명령을 다르게 실행하는 것을 선

택이라 합니다. 조건은 ‘참’과 ‘거짓’으로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퀴즈 게

임에서는 ‘정답 여부’가 조건이 되겠죠? 다음과 같은 블록을 활용하면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다른 명령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교 연산 - 값을 비교하는 조건을 만들어요!

조건은 다양한 블록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된 지 10초가 지났는가?’, ‘문제

의 정답과 사용자의 대답이 같은가?’처럼 숫자나 문자 값을 비교하여 조건을 만드는 것을 

비교 연산이라 합니다. 비교 연산 블록은 두 값의 비교 결과에 따라 ‘참’과 ‘거짓’의 값을 가

집니다. 이 블록은 앞서 살펴본 선택 블록과 함께 사용되어 스프라이트가 조건에 따라 다

른 행동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할 블록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할 블록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할 블록

만약 조건이 참이라면 감싸고 있는 블록

을 실행합니다.

만약 조건이 참이라면 첫 번째 칸에 있는 

블록을 실행하고, 조건이 거짓이라면 두 

번째 칸에 있는 블록을 실행합니다.

조건

조건

새로운 블록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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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타이머 값이 10보다 크면 조

건이 참이 되어 그 아래에 있는 말하기 블록을 실행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달(month)에 따라 다른 말을 합니다.

6장  퀴즈를 맞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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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스프라이트를 추가합니다. 

기본 스프라이트인 ‘스프라이트 1’을 

삭제하고, ‘Frank’를 추가합니다.

다음과 같이 스프라이트의 위치와 

크기를 변경합니다. 

프로그래밍하기

1

3

Frank는 ‘판타지’에 있습니다. 

필요한 배경을 추가합니다. 배경으로

는 ‘Woods’를 선택합니다.

2

Woods은 ‘실외’에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와 크기는 스프라이트와 배경 준비하

기를 확인합니다.

팁

팁

팁

프로그래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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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트와 
배경

이름 Frank Woods

카테고리 판타지 실외

x 140

y -40

크기 100

문제 내기 - 캐릭터가 문제를 냅니다.

1  소리내기

2  퀴즈를 맞혀야 지나갈 수 있다고 말하기

3  문제 내기

캐릭터가 소리를 내게 해 봅시다. Frank 스프라이

트를 클릭하고 이벤트에서  블록과 소리의 

 블록을 가져와 연결합니다.

4

스프라이트와 배경 준비하기

1단계

6장  퀴즈를 맞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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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를 맞혀야 지나갈 수 있다고 말하도록 형태에서  블록을 

연결하고, ‘안녕!’을 ‘퀴즈를 맞히면 지나갈 수 있지!’로 바꿉니다. 이어서 문제를 내도

록 감지에서  블록을 연결하고 ‘What’s your name?’(너 이름이 

뭐니?)을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이름은?’으로 바꿉니다.

5

시작하기 버튼( )을 누르면 캐릭터

가 문제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6

묻고 기다리기

프로젝트에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고 싶을 때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록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이 블록을 사용하면 말풍선과 입력 창

이 나타나며, ‘대답’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저장됩니다.

팁

프로그래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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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문제의 답을 입력하면 정답과 같은지 판단하도록 해봅시다. 제어의 

 블록과 연산의  블록을 가져와 조건 영역( )에 넣습니다.

1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2  정답이면 소리 재생하기

3  길을 비켜준다고 말하기

4  사라지기

7

감지에서  블록을 가져와  

블록의 왼쪽 칸에 넣습니다. 이 블록에는 사

용자가 입력한 대답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오

른쪽 칸에는 문제의 정답인 ‘부산’을 입력합

니다.

8

 정답을 맞혔을 때 -  정답을 맞히면 길을 비켜준다고 말하고  
사라집니다.

2단계

조건 영역에 블록을 끼워 넣을 

때는 조건 영역의 오른쪽 끝 부

분에 블록을 가져다 놓으면 됩니

다.

팁

6장  퀴즈를 맞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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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을 맞히면 소리가 나도록 소리

탭을 클릭하고, 소리 고르기( )를 

눌러 ‘Bonk’와 ‘Tada’ 소리를 추가합

니다.

9

다시 코드 탭을 클릭하고 소리에서 

 블록을 가져와 다음

과 같이 첫 번째 조건 칸에 넣습니

다. 이때 ‘Wolf Howl’을 ‘Tada’로 바

꿔줍니다.

10

캐릭터가 길을 비켜준다고 말하고 사라지도록 형태에서  블록

을 가져와 ‘안녕!’을 ‘정답! 내가 길을 비켜주지’로 바꿉니다. 그리고  블록도 가져

와 연결합니다. 완성된 스크립트는 5에서 만든 스크립트에 이어 붙입니다.

11

프로그래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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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버튼( )을 누르고 정답인 

‘부산’을 입력해 보세요. 캐릭터가 길

을 비켜준다고 말하고 사라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그런데 시작하기 버튼( )을 다시 누르면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형태에서 

 블록을 가져와 11의  블록 아래에 연결하여 다시 시작하면 모양이 항

상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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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답이면 소리 재생하기

2  다시 도전해 보라고 말하기

오답을 입력했을 때 -  오답을 입력하면 다음에 다시  
도전해 보라고 말합니다.

3단계

프로그래밍하기

14

시작하기 버튼( )을 누르고 오답인 

‘서울’을 입력하면 소리와 함께 다시 

도전해 보라고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오답을 입력하면 소리를 재생하고 다

시 도전해 보라고 말하도록 10과 

11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두 번

째 조건 칸에 스크립트를 작성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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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스크립트를 검토해 봅시다. http://bit.ly/jpubc06에 접속하면 전체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놓친 부분은 없는지 천천히 살펴보세요.

시작하면 모양을 보이게 

하는 블록(초기화)

문제를 내는 블록

입력한 값과 정답을 비교

하는 블록

소리를 재생하고 

말을 하는 블록

정답을 입력하면 

소리를 재생하고, 

말을 하고, 사라지는 블록

오답을 입력하면 소리를 

재생하고, 말을 하는 블록

➊  캐릭터가 문제를 더 내도록 해 봅시다.

➋   문제를 맞힐 때까지 계속 대답을 입력받게 해봅시다.  

(힌트: ‘제어’의 ‘무한 반복하기’ 블록과 ‘멈추기 모두’ 블록을 사용해 보세요.)

더 나아가기

검토하기

6장  퀴즈를 맞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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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장

빠르게 날아오는 공을 망방이로 맞춰 점수를 얻는 

야구 게임을 만들고 수정해 봅시다.

학습 목표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 비교 연산, 변수

프로그래밍 개념

이동하기, 말하기, 모양, 보이기/숨기기, 소리, 

기다리기, 멈추기, 감지, 난수

스크래치 기능

★★★★★

난이도

야구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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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클릭해서 공을 쳐봅시다.

• 횟수가 0이 되었을 때 공을 쳐봅시다.

프로젝트 살펴보기

18장  야구 게임

http://bit.ly/jpubp18

조작 키프로젝트 미리보기

마우스

2단계1단계

공이 무작위 속도와 위치로 날아옵니다. 공이 방망이에 맞으면 횟수가 1만큼 줄어들고, 점수

가 10만큼 올라가고, 공이 날아갑니다.

4단계

횟수가 0이 되면 게임이 끝납니다.

3단계

공이 방망이에 맞지 않으면 횟수가 1만큼 줄어들고 

점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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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살펴보기

스크립트 살펴보기

완성된 스크립트를 검토해 봅시다. http://bit.ly/jpubc18에 접속하면 전체 코드를 볼 수 있

습니다.

스프라이트와 
배경

이름 Baseball Batter Baseball 1

카테고리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x -20 64

y -162 42

크기 70 80

스프라이트와 배경 준비하기

Baseball

공을 숨기는 블록

공을 무대 아래쪽으로 이동한 후 

다시 보이게 하는 블록

모양을 숨기고 잠시 기다리는 블록

공이 타자를 향해서 무작위 속도와 

무작위 위치로 날아가게 하는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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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모양을 숨기고 효과음을 내는 블록

타자에 닿으면 점수를 10만큼 더하는 블록

공이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면서 날아가는 

블록

타자에 닿았는지 판단하는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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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와 횟수를 각각 0과 3으로 정하고, 

타자를 원래 위치로 이동시키는 블록

횟수가 1보다 작아지면 게임을 끝내는 

블록

타자의 모양을 천천히 바꾸며 공을 치는 

것처럼 보여주는 블록

마우스를 클릭했는지 판단하는 블록

마우스를 클릭하면 ‘횟수’를 1씩 줄이는 

블록

스크립트 살펴보기

Batter

➊   진짜 야구처럼 공이 타자 쪽에 매우 가까이 왔을 때만(스트라이크 존) 점수가 올라가도록 해봅

시다.

➋   공을 쳤을 때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게 해봅시다.

더 나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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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정하기

감지의  블록은 타자와 공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Baseball 스프라이트에 다

음과 같은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무대에서 Baseball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옮겨보세요. 공

이 타자 쪽에 가까이 있을 때의 거리가 대략 80~90 사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Baseball

공의 모양을 숨기고 효과음을 내는 

블록

점수를 10만큼 더하는 블록

공이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면서 

날아가는 블록

타자와 공의 거리를 판단하는 블록

공이 타자에 닿았는지 판단하는 블록

진짜 야구처럼 공이 타자 쪽에 매우 가까이 왔을 때만(스트라이크 존) 

점수가 올라가도록 해봅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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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에 닿았을 때, 공과 타자와의 거리가 80 초과 90 미만인 경우에만 점수를 올리도

록 제어의  블록을 연결하고 조건 영역을 다음과 같이 채웁니다. 

원래 프로젝트에서는 공을 치는 것과 관계없이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횟수가 무조건 1씩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는 공을 쳤을 때 횟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횟수에 1을 더하는 블록

을 추가합니다. 

Baseball

공의 모양을 숨기고 효과음을 내는 

블록

점수를 10만큼 더하는 블록

횟수를 1만큼 더하는 블록

공이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면서 

날아가는 블록

타자와 공의 거리를 판단하는 블록

공이 타자에 닿았는지 판단하는 블록

공을 쳤을 때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게 해봅시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