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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가 제작한 이 소프트웨어 교육 교재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논리와 수학을 배우고, 

상상하던 것을 구체화하고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자그마한 성취와 재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 세상을 바꾸리라 믿습니다.

아이들이 더 성장하고 미래에 대해 꿈 꿀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네이버가 함께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네이버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젝트, 

‘소프트웨어야 놀자!’

‘우리 아이가 책을 좀 더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많은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바람일 것입니다. 

어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이들은 흥밋거리만 좇아 시간을 보내고, 

스스로 찾고, 고민하기 보다는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데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낸 결론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네이버는 그간 차곡차곡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합니다.

네이버가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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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는 어린이들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쉽고 간단한 프로그래밍 도구입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상상하여 그린 다음, 

그림을 움직이는 방법들이 적힌 다양한 블록들을 차곡 차곡 쌓아보세요. 

어느새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수업에서는 동화 <오즈의 마법사> 주인공들과 함께 스크래치를 배워봅니다. 

도로시와 귀여운 강아지 토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어요. 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인공들을 걷게 하고, 

다양하게 움직이는  방법을 배워 나갑니다. 뛰고, 말하고, 

점프하는 모습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멋진 음악도 넣을 수 있고요. 

이 수업이 끝날 즈음에는 재미있는 게임까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래치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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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 스프라이트, 배경 등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스프라이트 목록 : 무대 위에 놓여질 스프라이트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입니다.

무대 디자인 : 이야기의 배경이 될 무대를 직접 그리고 꾸밀 수 있는 부분입니다.

블록 영역 : 스프라이트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불록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스크립트 영역 : 가운데에 보이는 다양한 블록들을 쌓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스프라이트를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만들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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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트는 무엇일까요?

스프라이트는 스크래치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주인공 및 모든 사물을 말합니다.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예로 들면, 주인공인 도로시와 친구 토토,

도로시의 집, 겁 많은 사자까지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과 사물들이 

스프라이트가 될 수 있어요.

스크립트는 무엇일까요?

스크립트는 무대 위의 주인공(스프라이트) 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지 

적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글로 글을 쓰듯, 

스크래치 블록들로 스프라이트의 움직임을 차곡차곡 쌓아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스크래치 프로그램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인터넷 창을 열고 스크래치(http://scratch.mit.edu)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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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몇 가지 이름을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앞으로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꾸며가기 위해 꼭 기억해 둡시다!



도로시 일행은 서쪽 마녀가 사는 곳으로 다시 여행을 떠났어요.

서쪽 마녀가 살고 있는 곳에 도착하자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도로시 일행을 공격했어요. 

서쪽 마녀는 도로시가 신고 있는 구두가 탐나서 빼앗으려 했지요. 

화가 난 도로시는 손에 들고 있던 물을 서쪽 마녀에게 쏟아버렸어요. 

그러자 서쪽 마녀는 연기가 되어 사라졌어요.

다시 에메랄드 성에 도착한 도로시 일행에게 오즈의 마법사는 허수아비에게는

톱밥 뇌를, 양철 나무꾼에게는 헝겊 심장을, 사자에게는 용기주스를 주었어요.

오즈의 마법사가 도로시에게 말했어요.

 “구두를 세 번 부딪친 후 소원을 말해봐.” 

 “탁!탁!탁!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어요.”

도로시와 토토는 캔자스 마을로 무사히 돌아왔답니다.

* 원작 : 오즈의 마법사(The Wonderful Wizard of Oz), 라이먼 프랭크 바움

11미리미리 알아두기

캔자스 넓은 초원에 도로시라는 소녀가 강아지 토토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날, 소녀의 집이 커다란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날아가버리고 말았어요.

“쿵!!!”하고 떨어지는 커다란 소리에 놀란 도로시는 집 밖으로 나왔어요.

집 밖에서는 뭉크킨들이 나쁜 동쪽 마녀가 도로시의 집에 깔려 죽은 것을 보고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야호! 나쁜 마녀가 죽었다. 만세~~~”

뭉크킨은 감사의 선물로 도로시에게 예쁜 구두를 주었어요. 

 “나는 캔자스로 돌아가야 해요. 도와주세요.”

 “에메랄드 성에 살고 있는 오즈의 마법사에게 부탁해 봐요.”

도로시는 뭉크킨족에게 인사를 하고 에메랄드 성을 향해서 길을 떠났어요.

도로시와 토토는 지혜를 갖고 싶어 하는 허수아비와 심장을 원하는 양철 나무꾼 

그리고 용기를 필요로 하는 사자와 함께 오즈를 만나기 위한 여행을 시작했어요.

이들은 지혜와 사랑과 용기로 힘을 합쳐서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넓은 강을 건너고, 

무서운 괴물과 싸움도 하며 에메랄드 성에 도착하여 오즈의 마법사를 만났어요. 

그가 말했어요.

 “서쪽 마녀를 없애고 돌아오면, 소원을 들어줄게.”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  |  전체 줄거리

10 네이버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젝트



양철 나무꾼

따뜻한 심장을 갖기 위해 도로시와 함께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 여행을 합니다.

겁쟁이 사자

용기를 얻기 위해 도로시와 함께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 여행을 합니다.

오즈의 마법사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그리고 겁쟁이 사자의 

소원을 들어주고 도로시를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법사입니다.

미리미리
02

13미리미리 알아두기

도로시

<오즈의 마법사>의 주인공입니다. 

커다란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이상한 나라로 

날아가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에메랄드 성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토토

도로시와 함께 이상한 나라에서의 

여행을 하는 강아지입니다.

허수아비

지혜를 얻기 위해 도로시와 함께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 여행을 합니다.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  |  등장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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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나누기 4

이야기 나누기 5

이야기 나누기 6

15미리미리 알아두기

이야기 나누기 1

이야기 나누기 2

이야기 나누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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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프라이트  이 장면에 어떤 스프라이트들이 필요할까요?

1 무대  이 장면의 배경은 어떻게 꾸며 볼까요?

도로시와 토토가 넓은 초원에서 함께 놀고 있다가, 

커다란 회오리바람이 불어와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첫 번째 이야기 준비하기

171. 캔자스 초원의 도로시와 토토

장면 1.

캔자스 초원의 도로시와 토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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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191. 캔자스 초원의 도로시와 토토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크립트  스프라이트들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요?   3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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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프라이트 목록

	 도로시,	토토,	도로시의	집,	회오리바람

도로시

내 사진으로 도로시 얼굴을 만들어 보아요.

걷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다리 모양이 다른 2개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토토

걷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다리 모양이 다른 2개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도로시의 집

도로시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회오리바람

아래는 가늘고 윗부분은 굵은

무시무시한 회오리바람을 그려주세요.

211. 캔자스 초원의 도로시와 토토

1 무대

	 넓은	초원과	맑은	하늘

스크래치 작업 만들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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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토토의 반복적인 움직임

회전 무한 반복

회오리와 함께 돌기 위해서 회오리 위치로 간다.

15도씩 돈다.

도는 방법 

(빙글빙글 반복해서 돌기(all around))을 정한다.

(회오리가 방송한) 돌기를 받았을 때,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캔자스 마을을 돌아다닌다.

   (회오리가 방송한) 돌기를 받았을 때, 회오리바람과 함께 하늘로 날아간다.

옆으로 조금씩(10) 움직인다.

다른 모양으로 바꾼다.

속도를 조절한다.

벽에 닿으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도는 방법(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을 정한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추가 시작 위치(206,-74)로 간다.

왼쪽 방향(-90)을 본다.

반복해서 계속 걷기

옆으로 조금씩(10) 움직인다.

다른 모양으로 바꾼다.

속도를 조절한다.

벽에 닿으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도는 방법(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을 정한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토토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231. 캔자스 초원의 도로시와 토토

 추가 : 도로시의 반복적인 움직임

회전 무한 반복

회오리와 함께 돌기 위해서 회오리 위치로 간다.

15도씩 돈다.

도는 방법 

(빙글빙글 반복해서 돌기(all around))을 정한다.

옆으로 조금씩(10) 움직인다.

다른 모양으로 바꾼다.

속도를 조절한다.

벽에 닿으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도는 방법(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을 정한다.

(회오리가 방송한) 돌기를 받았을 때,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스크립트 구성3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도로시가 캔자스 마을을 돌아다닌다.

     (회오리가 방송한) 돌기를 받았을 때, 회오리바람 때문에 빙글빙글 돌면서 하늘을 날아다닌다.

추가 시작 위치(130,-129)로 간다.

왼쪽 방향(-90)을 본다.

반복해서 계속 걷기

옆으로 조금씩(10) 움직인다.

다른 모양으로 바꾼다.

속도를 조절한다.

벽에 닿으면 반대 방향으로 튕긴다.

도는 방법(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을 정한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도로시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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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해서 돌게 하기

30도씩 돈다.

오른쪽으로 조금씩(2만큼) 움직인다.

위/아래로 자유롭게 조금씩 움직인다.

반복해서 돌게 하기

30도씩 돈다.

오른쪽으로 조금씩(2만큼) 움직인다.

위/아래로 자유롭게 조금씩 움직인다.

회오리바람을 클릭했을 때, 

회오리바람을 클릭했을 때,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바람은 왼쪽 끝에 놓여 있다.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거친 회오리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회오리바람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추가 : 회오리가 집과 닿았으면, 집 / 도로시 / 토토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돈다.

회오리와 집이 닿았으면

(집/도로시/토토에게) 돌기를 방송한다.

추가

시작위치(-250, 0)로 간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251. 캔자스 초원의 도로시와 토토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도로시의 집이 어디에 있을지 정한다.

     (회오리가 방송한) 돌기를 받았을 때, 회오리바람과 함께 하늘로 날아간다.

도로시의 집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오른쪽(90도)을 보게 한다.

집의 위치(31, -14)를 정한다.

초록 깃발을 클릭하면, 

회전 무한 반복

회오리와 함께 돌기 위해서 회오리 위치로 간다.

15도씩 돈다.

도는 방법 

(빙글빙글 반복해서 돌기(all around) )을 정한다.

(회오리가 방송한) 돌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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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더해요!

오늘 만들어 본 도로시 친구들의 용감한 모험 이야기를 새롭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등장한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마음껏 상상해 적어 보세요.

271. 캔자스 초원의 도로시와 토토

이야기 덧붙이기 정리하기

오늘은 어떤 것들을 배웠나요? 함께 정리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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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쪽 마녀가 도로시의 집에 깔려 죽었어요. 뭉크킨족은 

도로시에게 감사의 선물로 예쁜 구두를 주면서, 

오즈의 마법사가 캔자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이야기

1

준비하기

스프라이트  이 장면에 어떤 스프라이트들이 필요할까요?

무대  이 장면의 배경은 어떻게 꾸며 볼까요?

292. 뭉크킨 나라에서 뭉크킨과의 만남

장면 2.

뭉크킨 나라에서 뭉크킨과의 만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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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312. 뭉크킨 나라에서 뭉크킨과의 만남

스크립트  스프라이트들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요?3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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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프라이트 목록

	 도로시,	토토,	도로시의	집,	동쪽	마녀의	발,	난쟁이들,	구두

첫 번째 장면에서 만든

도로시 스프라이트를 가져오세요.

도로시

첫 번째 장면에서 만든

토토 스프라이트를 가져오세요.

토토

뭉크킨 나라의 난쟁이를 그려보세요.

뭉크킨 2

뭉크킨 나라의 난쟁이를 그려보세요.

뭉크킨 3

첫 번째 장면에서 만든

도로시의 집 스프라이트를 가져오세요.

도로시의 집에 깔려 발만 보이는

동쪽 마녀를 그려보세요.

도로시의 집 동쪽 마녀의 발

동쪽 마녀가 신고 있던 

화려한 구두들 그려보세요.

뭉크킨 나라의 난쟁이를 그려보세요.

구두 뭉크킨 1

332. 뭉크킨 나라에서 뭉크킨과의 만남

1 무대

	 예쁜	꽃과	나무가	펼쳐진	배경

스크래치 작업 만들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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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집 앞에서 뭉크킨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뭉크킨과 대화를 한다.

도로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무대의 (43, 38) 위치에 있게 한다.

왼쪽 방향(-90도)을 보도록 한다.

맨 앞으로 나오게 한다.

뭉크킨의 대답을 기다린다.

도로시: “나는 캔자스 마을로 돌아가야 해요. 도와주세요.”

뭉크킨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 멈춰를 방송하고 기다린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352. 뭉크킨 나라에서 뭉크킨과의 만남

도로시의	집

동쪽	마녀	발

토토를 무대의 (-20, -11) 위치에 있게 하고,

왼쪽(-90)을 보도록 한다.

다른 스프라이트에 가려지지 않도록 

맨 앞으로 나오기를 한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스크립트 구성3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도로시의 집이 어디에 있을지 정한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동쪽 마녀의 발이 도로시의 집 아래 깔려있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도로시 옆에 서있다.

무대의 (12, 28)위치에 있게 한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도로시의 집 아래 깔린 동쪽 마녀의 발이

무대의 (-65, -13)위치에 있게 한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토토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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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위에 위치(159, -177) 시킨다.

뭉크킨 2의 동작을 멈춘다.

기쁨의 환호성을 지른다.

점프 반복하기

위로(y좌표) 30만큼 올라간다.

위에서 잠깐 멈춘다.

뭉크킨 2의 모양을 바꾼다.

아래로(y좌표) 30만큼 내려온다.

아래에서 잠깐 멈춘다.

뭉크킨 2의 모양을 바꾼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도로시가 방송한) 멈춰를 받을 때,

	뭉크킨	2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나쁜 마녀가 죽은 것을 기뻐하며 펄쩍펄쩍 뛴다.

     (도로시가 방송한) 멈춰를 받았을 때, 움직임을 멈춘다.

372. 뭉크킨 나라에서 뭉크킨과의 만남

무대의 (6, -131)위치에 있게 한다.

뭉크킨 1의 동작을 멈춘다.

난쟁이: “에메랄드 성에 살고 있는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 봐. 그가 널 도와줄거야.”

구두를 무대로 부르기 위해 구두를 방송한다.

난쟁이: “감사의 선물로 이 구두를 줄게.”

기쁨의 환호성을 지른다.

점프 반복하기

위로(y좌표) 30만큼 올라간다.

위에서 잠깐 멈춘다.

뭉크킨 1의 모양을 바꾼다.

아래로(y좌표) 30만큼 내려온다.

아래에서 잠깐 멈춘다.

뭉크킨 1의 모양을 바꾼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도로시가 방송한) 멈춰를 받을 때,

(도로시가 방송한) 대화를 받을 때,

	뭉크킨	1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나쁜 마녀가 죽은 것을 기뻐하며 펄쩍펄쩍 뛴다.

     (도로시가 방송한) 멈춰를 받았을 때, 움직임을 멈추고 구두를 선물한다.

     (도로시가 방송한) 대답을 받았을 때, 오즈의 마법사에게 찾아갈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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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의 (1, -133) 자리에 둔다.

맨 앞으로 나오게 한다.

숨겼던 구두를 화면에 보이게 한다.

구두를 화면에서 숨긴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구두를 받았을 때,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뭉크킨 1이 구두를 들고 있는 위치를 정하고, 숨겨놓는다.  

     (도로시가 방송한) 구두를 받았을 때, 도로시에게 선물할 구두를 꺼낸다.

구두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392. 뭉크킨 나라에서 뭉크킨과의 만남

무대 위에 위치(-152, -165) 시킨다.

뭉크킨 3의 동작을 멈춘다.

기쁨의 환호성을 지른다.

점프 반복하기

위로(y좌표) 30만큼 올라간다.

위에서 잠깐 멈춘다.

뭉크킨 3의 모양을 바꾼다.

아래로(y좌표) 30만큼 내려온다.

아래에서 잠깐 멈춘다.

뭉크킨 3의 모양을 바꾼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도로시가 방송한) 멈춰를 받을 때,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나쁜 마녀가 죽은 것을 기뻐하며 펄쩍펄쩍 뛴다.

     (도로시가 방송한) 멈춰를 받았을 때, 움직임을 멈춘다.

	뭉크킨	3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38 네이버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젝트



이야기를 더해요!

오늘 만들어 본 도로시 친구들의 용감한 모험 이야기를 새롭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등장한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마음껏 상상해 적어 보세요.

412. 뭉크킨 나라에서 뭉크킨과의 만남

정리하기

오늘은 어떤 것들을 배웠나요? 함께 정리해 보아요.

이야기 덧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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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오즈의 마법사는 허수아비에게 톱밥으로 만든 뇌를, 

양철 나무꾼에게는 헝겊으로 된 심장을, 사자에게는 용기주스를 주었어요. 

도로시는 구두를 세 번 부딪친 후 캔자스 마을로 무사히 돌아왔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준비하기

스프라이트  이 장면에 어떤 스프라이트들이 필요할까요?

무대  이 장면의 배경은 어떻게 꾸며 볼까요?

433. 오즈의 마법사와의 만남

장면 3.

오즈의 마법사와의 만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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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453. 오즈의 마법사와의 만남

스크립트  스프라이트들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요?3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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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프라이트 목록

도로시,	토토,	오즈의	마법사,	허수아비(뇌),	양철	나무꾼(심장),	사자(용기주스)

도로시

첫 번째 장면에서 만든 도로시 스프라이트를 

가져오고, 구두를 ‘탁탁’ 부딪치는 모습을 

하나 더 그려보세요.

토토

첫 번째 장면에서 만든 

토토 스프라이트를 가져오세요.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와 친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오즈의 마법사

양철 나무꾼

심장을 원하는 양철 나무꾼

겁쟁이 사자

용기를 얻고 싶어 하는 겁쟁이 사자

허수아비

뇌를 갖고 싶어 하는 허수아비

473. 오즈의 마법사와의 만남

1 무대

	 무대	1.	화려한	에메랄드	성	안에	있는	오즈의	마법사의	방

	 무대	2.	다시	돌아온	캔자스	마을

무대 2. 캔자스 마을

장면 1에서 만든 캔자스 마을 무대를 가져온다.

무대 1. 오즈의 마법사의 방

스크래치 작업 만들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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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봉

(오즈의 마법사가 방송한) 마술봉을 받았을 때,

마술봉을 화면에서 숨긴다.

(도로시가 방송한) 캔자스 마을을 받았을 때,

시작위치(-35, -15)로 간다.

마술봉을 화면에 보이게 한다.

마술봉이 마우스를 계속 따라다니도록 한다.

다른 그림 뒤로 가려지지 않도록 

맨 앞으로 나오게 한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오즈의 마법사의 손에 쥐어져 있다.

     (오즈의 마법사가 방송한) 마술봉을 받았을 때, 마우스를 따라다니도록 한다.

     (도로시가 방송한) 캔자스 마을을 받았을 때, 화면에서 숨긴다.

493. 오즈의 마법사와의 만남

무대배경

오즈의	마법사

스크립트 구성3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오즈의 마법사의 방이 배경으로 보인다.

     (도로시가 방송한) 캔자스 마을을 받았을 때, 무대 배경을 캔자스 마을로 바꾼다.

배경을 마법사의 방으로 바꾼다.

시작위치(-78, -56)로 간다.

 마법사가 화면에 보이게 한다.

무대의 배경을 캔자스 마을로 바꾼다.

마술봉을 방송한다.(마우스를 따라 움직이게 한다)

오즈의 마법사를 화면에서 숨긴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도로시가 방송한) 캔자스 마을을 받았을 때,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도로시가 방송한) 캔자스 마을을 받았을 때,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마법사의 위치를설정한다.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마술봉을 움직이게 하도록 방송을 한다.

     (도로시가 방송한) 캔자스 마을을 받았을 때, 마법사를 화면에서 숨긴다(캔자스 마을에는 마법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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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주스

(사자가 방송한) 용기주스를 받았을 때,

용기주스를 화면에서 숨긴다.

화면에서 숨긴다

(도로시가 방송한) 캔자스 마을을 받았을 때,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용기주스를 보이게 한다.

사자 위에 놓이게 한다.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용기주스를 숨겨 놓는다.

     (사자가 방송한) 용기주스를 받았을 때, 사자에게 용기주스를 준다.

     (도로시가 방송한) 캔자스 마을을 받았을 때, 용기주스를 숨긴다.

513. 오즈의 마법사와의 만남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사자를 화면에서 숨긴다.

(도로시가 방송한) 캔자스 마을을 받았을 때,

시작위치(-146, -114)로 간다.

사자를 화면에 보이게 한다.

용기주스를 방송한다.

마법소리를 낸다.

사자의 모양을 잠깐 다른 모양으로 바꾼다.

0.5초 동안 바뀐 모양으로 기다린다.

사자의 원래 모양으로 바꾼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사자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사자의 위치를 정한다.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오즈가 용기주스를 선물한다.

     (도로시가 방송한) 캔자스 마을을 받았을 때, 사자를 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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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양철 나무꾼이 방송한) 심장을 받았을 때,

심장을 화면에서 숨긴다.

화면에서 숨긴다.

(도로시가 방송한) 캔자스 마을을 받았을 때,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심장을 보이게 한다.

양철 나무꾼의 가슴에 놓이게 한다.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심장을 숨겨놓는다.

     (양철 나무꾼이 방송한) 심장을 받았을 때, 양철 나무꾼에게 심장을 선물한다.

     (도로시가 방송한) 캔자스 마을을 받았을 때, 심장을 숨긴다.

533. 오즈의 마법사와의 만남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화면에서 양철 나무꾼을 숨긴다.

(도로시가 방송한) 캔자스 마을을 받았을 때,

시작위치(155, -106)로 간다.

화면에 보이기를 한다.

심장을 방송한다.

마법소리를 낸다.

모양을 잠깐 다른 모양으로 바꾼다.

0.5초 동안 바뀐 모양으로 기다린다.

원래 모양으로 바꾼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양철 나무꾼의 위치를 정한다.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오즈가 양철 나무꾼에게 심장을 선물한다.

     (도로시가 방송한) 캔자스 마을을 받았을 때, 양철 나무꾼을 숨긴다.

양철	나무꾼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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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허수아비가 방송한) 뇌를 받았을 때,

뇌를 화면에서 숨긴다.

초기에 뇌를 화면에서 숨긴다.

(도로시가 방송한) 캔자스 마을을 받았을 때,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뇌를 보이게 한다.

허수아비의 머리 위에 놓이게 한다.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화면에서 숨긴다.

     (허수아비가 방송한) 뇌를 받았을 때, 오즈가 허수아비에게 뇌를 선물한다.

     (도로시가 방송한) 캔자스 마을을 받았을 때, 뇌를 숨긴다.

553. 오즈의 마법사와의 만남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화면에서 허수아비를 숨긴다.

(도로시가 방송한) 캔자스 마을을 클릭 했을 때,

시작위치(84, -56)로 간다.

화면에 보이기를 한다.

뇌를 방송한다.

마법소리를 낸다.

모양을 잠깐 다른 모양으로 바꾼다.

0.5초 동안 바뀐 모양으로 기다린다.

원래 모양으로 바꾼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허수아비 위치를 정한다.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뇌를 허수아비에게 선물한다.

     (도로시가 방송한) 캔자스 마을을 받았을 때, 화면에서 숨긴다.

허수아비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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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도로시가 방송한) 캔자스 마을을 받았을 때,

도로시의 시작위치(4, -30)로 간다.

왼쪽(-90)을 보고 있도록 한다.

3번 반복, 구두를 세 번(탁!탁!탁)을 부딪친다.

캔자스 마을을 방송한다.

캔자스로 돌아와 기쁜 마음으로 외치는 도로시

탁! 소리를 낸다.

구두가 부딪치는 모양으로 바꾼다.

0.5초 동안 바뀐 모양으로 기다린다.

원래 모양으로 바꾼다.

반복해서 뛰어 다니는 도로시

조금씩(10) 움직인다.

벽에 닿으면 튕기기를 한다.

도로시의 모양을 바꾼다.

0.3초 동안 바뀐 모양으로 기다린다.

도로시의 발 모양을 바꾼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도로시의 위치를 정한다.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구두를 3번 부딪친다.

     (도로시가 방송한) 캔자스 마을을 받았을 때, 캔자스 마을을 돌아다닌다.

573. 오즈의 마법사와의 만남

토토

(도로시가 방송한) 캔자스 마을을  클릭했을 때,

토토의 시작위치(-34, -71)로 간다.

왼쪽(-90)을 보고 있도록 한다.

(캔자스 마을로 돌아와서 돌아다니는 토토)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토토의 위치를 정한다.

     (도로시가 방송한) 캔자스 마을을 클릭 했을 때, 캔자스 마을을 돌아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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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더해요!

오늘 만들어 본 도로시 친구들의 용감한 모험 이야기를 새롭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등장한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마음껏 상상해 적어 보세요.

593. 오즈의 마법사와의 만남

정리하기

오늘은 어떤 것들을 배웠나요? 함께 정리해 보아요.

이야기 덧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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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도로시와 친구들은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넓은 강을 건너고, 무서운 괴물과 싸움도 하며 여행을 해 나갑니다.

네 번째 이야기 준비하기

스프라이트  이 장면에 어떤 스프라이트들이 필요할까요?

무대  이 장면의 배경은 어떻게 꾸며 볼까요?

614. 여행게임

장면 4. 여행게임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겁쟁이 사자와의 여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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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634. 여행게임

3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크립트  스프라이트들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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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프라이트 목록

큰	나무,	장애물,	도로시,	토토,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겁쟁이	사자

골짜기 옆에 서있는 큰 나무

큰 나무

여행길의 장애물 깊은 골짜기

장애물(골짜기)

걷는 모양의 사자

겁쟁이 사자

첫 번째 장면에서 만든 

도로시 스프라이트를 가져오세요.

첫 번째 장면에서 만든 

토토 스프라이트를 가져오세요.

도로시 토토

걷는 모양 다리 모습을 한 

허수아비

걷는 모양의 양철 나무꾼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게임이 끝날 때 나타날 문구

게임 종료

654. 여행게임

스크래치 작업 만들어
보기

1 무대

	 도로시	일행의	여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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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나무

무대에 놓일 위치를 정한다.

무대에 놓일 위치를 정한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큰 나무가 서 있을 자리를 정한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골짜기 장애물이 있을 자리를 정한다.

골짜기	장애물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674. 여행게임

무대배경

게임	종료

스크립트 구성3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골짜기 배경을 보이게 하고,

      Somewhere over the rainbow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설정한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게임 종료’ 그림을 숨긴다 

     (도로시가 방송한) 게임 종료를 받았을 때, ‘게임 종료’ 그림을 보이게 한다.

무대의 배경을 골짜기로 바꾼다.

게임종료 이미지를 화면에 보이게 하고

맨앞으로 나오게 한다.

게임을 모두 멈춘다.

배경음악을 설정한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도로시가 방송한) 게임 종료를 받았을 때,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무대에서 숨긴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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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화살표 키를 클릭했다면

어떤 키를 눌렀는지 계속 반복 확인하기

장애물에 닿았다면

넘어지기를 방송하고 기다린다.

게임 종료를 한다.

장애물에 닿지 않았다면

도로시가 걸어간다.

(걷는 모양을 바꾸면서, 조금씩 움직이도록 함)

일행과 함께 걷기를 한다.

70도 돌기로 도로시를 넘어뜨린다.

소용돌이 효과로 도로시를 찌그러뜨린다.

비명 소리를 낸다.

걷다가 스페이스키를 클릭하면

모두 점프할 때까지 기다린다.

화면의 끝을 만나면

게임 종료를 한다.

도로시가 제자리에서 점프(x+70, y+50)를 한다.

다시 내려(x+70, y-50)온다.

(도로시가 방송한) 출발을 받았을 때,

(도로시가 방송한) 넘어지기를 받았을 때,

(도로시가 방송한) 점프를 받았을 때,

694. 여행게임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도로시의 위치를 왼쪽 끝으로 정하고, 

 출발을 방송하면 도로시와 친구들이 함께 움직인다.

    (도로시가 방송한) 출발을 받았을 때,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장애물에 닿으면 넘어지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점프를 한다.

    (도로시가 방송한) 넘어지기를 받았을 때,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서 넘어지면서 비명소리를 낸다.

    (도로시가 방송한) 점프를 받았을 때, 제자리에서 점프를 한다.

도로시

일행들이 겹쳐있을 때, 

도로시를 네 번째로 물러나게 한다.

도로시를 왼쪽 끝으로 보낸다.

오른쪽(90도)으로 걷게 한다.

출발을 방송한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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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시가 방송한) 출발을 받았을 때, 허수아비의 출발 위치를 정한다.

    (도로시가 방송한) 함께 걷기를 받았을 때, 도로시의 뒤에서 도로시와 같은 빠르기로 걷는다.

    (도로시가 방송한) 점프를 받았을 때, 점프(위로 올라갔다 내려옴)를 한다.

    (도로시가 방송한) 넘어지기를 받았을 때, 넘어진다(70도 돌기)

허수아비

토토 뒤로 보낸다. (맨 앞에서 1번 물러남)

도로시와 같은 빠르기(10만큼)로 움직인다.

회전방식을 변경한다.

오른쪽(90도) 방향으로 걷게 한다.

걷는 속도(0.2초)를 조절한다.

70도 돌기로 넘어진다.

도로시 옆에서 같이 걷기 위해 도로시 위치로 간다.

다리 모양을 바꾸어 걷는 모양을 표현한다.

소용돌이 효과(50)로 허수아비를 찌그러뜨린다.

도로시 보다 왼쪽(x좌표:-50)에 위치시킨다.

제자리에서 점프(x+70, y+50)를 한다.

다시 내려(x+70, y-50)온다.

(도로시가 방송한) 출발을 받았을 때,

(도로시가 방송한) 함께 걷기를 받았을 때,

(도로시가 방송한) 넘어지기를 받았을 때,

(도로시가 방송한) 점프를 받았을 때,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714. 여행게임

    (도로시가 방송한) 출발을 받았을 때, 토토의 출발 위치를 정한다.

    (도로시가 방송한) 함께 걷기를 받았을 때, 도로시의 뒤에서 도로시와 같은 빠르기로 걷는다.

    (도로시가 방송한) 점프를 받았을 때, 점프(위로 올라갔다 내려옴)를 한다.

    (도로시가 방송한) 넘어지기를 받았을 때, 넘어진다(70도 돌기).

	토토

토토가 맨 위에서 보이게 한다.

도로시와 같은 빠르기(10만큼)로 움직인다.

회전방식을 변경한다.

오른쪽(90도) 방향으로 걷게 한다.

걷는 속도(0.2초)를 조절한다.

70도 돌기로 넘어진다.

도로시 옆에서 같이 걷기 위해 도로시 위치로 간다.

다리 모양을 바꾸어 걷는 모양을 표현한다.

소용돌이 효과(50)로 토토를 찌그러뜨린다.

도로시 보다 왼쪽(x좌표:-50)에 위치시킨다.

제자리에서 점프(x+70, y+50)를 한다.

다시 내려(x+70, y-50)온다.

(도로시가 방송한) 출발을 받았을 때,

(도로시가 방송한) 함께 걷기를 받았을 때,

(도로시가 방송한) 넘어지기를 받았을 때,

(도로시가 방송한) 점프를 받았을 때,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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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시가 방송한) 출발을 받았을 때, 겁쟁이 사자의 출발 위치를 정한다.

    (도로시가 방송한) 함께 걷기를 받았을 때, 도로시의 뒤에서 도로시와 같은 빠르기로 걷는다.

    (도로시가 방송한) 점프를 받았을 때, 점프(위로 올라갔다 내려옴)를 한다.

    (도로시가 방송한) 넘어지기를 받았을 때, 넘어진다. (70도 돌기)

양철 나무꾼 뒤로 보낸다. (맨 앞에서 3번 물러남)

도로시와 같은 빠르기(10만큼)로 움직인다.

회전방식을 변경한다.

오른쪽(90도) 방향으로 걷게 한다.

걷는 속도(0.2초)를 조절한다.

70도 돌기로 넘어진다.

도로시 옆에서 같이 걷기 위해 도로시 위치로 간다.

다리 모양을 바꾸어 걷는 모양을 표현한다.

소용돌이 효과(50)로 사자를 찌그러뜨린다.

도로시 보다 왼쪽(x좌표:-50)에 위치시킨다.

제자리에서 점프(x+70, y+50)를 한다.

다시 내려(x+70, y-50)온다.

(도로시가 방송한) 출발을 받았을 때,

(도로시가 방송한) 함께 걷기를 받았을 때,

(도로시가 방송한) 넘어지기를 받았을 때,

(도로시가 방송한) 점프를 받았을 때,

겁쟁이	사자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734. 여행게임

    (도로시가 방송한) 출발을 받았을 때, 양철 나무꾼의 출발 위치를 정한다.

    (도로시가 방송한) 함께 걷기를 받았을 때, 도로시의 뒤에서 도로시와 같은 빠르기로 걷는다.

    (도로시가 방송한) 점프를 받았을 때, 점프(위로 올라갔다 내려옴)를 한다.

    (도로시가 방송한) 넘어지기를 받았을 때, 넘어진다(70도 돌기)

허수아비 뒤로 보낸다. (맨 앞에서 2번 물러남)

도로시와 같은 빠르기(10만큼)로 움직인다.

회전방식을 변경한다.

오른쪽(90도) 방향으로 걷기 위한 설정을 한다.

걷는 속도(0.2초)를 조절한다.

70도 돌기로 넘어진다.

도로시 옆에서 같이 걷기 위해 도로시 위치로 간다.

다리 모양을 바꾸어 걷는 모양을 표현한다.

소용돌이 효과(50)로 양철 나무꾼을 찌그러뜨린다.

도로시 보다 왼쪽(x좌표:-50)에 위치시킨다.

제자리에서 점프(x+70, y+50)를 한다.

다시 내려(x+70, y-50)온다.

(도로시가 방송한) 출발을 받았을 때,

(도로시가 방송한) 함께 걷기를 받았을 때,

(도로시가 방송한) 넘어지기를 받았을 때,

(도로시가 방송한) 점프를 받았을 때,

양철	나무꾼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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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더해요!

오늘 만들어 본 도로시 친구들의 용감한 모험 이야기를 새롭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등장한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마음껏 상상해 적어 보세요.

754. 여행게임

정리하기

오늘은 어떤 것들을 배웠나요? 함께 정리해 보아요.

이야기 덧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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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프라이트  이 장면에 어떤 스프라이트들이 필요할까요?

1 무대  이 장면의 배경은 어떻게 꾸며 볼까요?

나쁜 마녀는 도로시의 구두를 빼앗기 위해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 서쪽 나라에 도착한 도로시와 친구들을 

공격하게 하고, 친구들은 원숭이들과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준비하기

775. 원숭이 잡기 게임

장면 5. 원숭이 잡기 게임 

서쪽마녀와 날개 달린 원숭이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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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795. 원숭이 잡기 게임

스크립트  스프라이트들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요?3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78 네이버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젝트



2 스프라이트 목록

	 시작	버튼,	서쪽	마녀,	뿅망치,	원숭이1,	원숭이2,	종료	버튼

시작 버튼

게임을 시작하기 위한 버튼

서쪽 마녀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 

공격명령을 내리는 서쪽 마녀

날개 달린 원숭이

서쪽 마녀의 공격명령을 받고 

도로시 일행을 공격하는 원숭이

종료버튼

게임의 종료를 알리기 위한 버튼

뿅망치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잡는 망치

815. 원숭이 잡기 게임

스크래치 작업 만들어
보기

1 무대

	 나쁜	마녀가	살고	있는	서쪽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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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서쪽 마녀가 시작버튼 왼쪽에 서서,

 원숭이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린다.

    (시작버튼이 방송한) START를 받았을 때, 공격 명령을 내린 후 무대 위를 날아다닌다.

서쪽 마녀가 맨 앞으로 나온다.

공격 명령을 내린다.

서쪽 마녀의 위치(-85, 0)를 설정한다.

서쪽 마녀가 공격 명령을 내린다.

무대 위를 반복해서 움직이기

서쪽 마녀를 좌우(x값)로 마구 움직이게 한다.

서쪽 마녀를 위아래(y값)로 마구 움직이게 한다.

정해놓은 x값, y값으로 서쪽마녀가 간다.

이동한 위치에서 잠깐 멈추도록 한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시작버튼이 방송한) START를 받았을 때,

서쪽	마녀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835. 원숭이 잡기 게임

스크립트 구성3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시작버튼이 화면에 보이게 하고, 버튼이 있을 위치를 정한다.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시작버튼을 숨기고, START를 방송하고, 배경음악을 내보낸다.

버튼을 보이게 한다.

화면에서 시작버튼을 숨긴다.

버튼의 위치(-15, -16)를 설정한다.

게임 시작을 위해 START를 방송한다.

배경음악을 내보낸다 .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시작버튼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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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무대 위에서 숨긴 후, 색깔이 다른 원숭이를 복제한다.

    (시작버튼이 방송한) START를 받았을 때,

 뿅망치를 화면에 표시하고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 움직이도록 설정한다.

원숭이가 오른쪽(90도)를 바라보도록 설정한다.

원숭이를 숨겨 놓는다.

원숭이를 복제하기 위해서 반복하기

자기 자신을 복제한다.

복제된 원숭이의 색상을 바꾼다.

원숭이를 무대에 보이게 한다.

무대 위를 반복해서 움직이기

원숭이를 좌우(x값)로 마구 움직이게 한다.

원숭이를 위아래(y값)로 마구 움직이게 한다.

정해놓은 x값, y값으로 원숭이가 이동한다.

이동한 위치에서 잠깐 멈추도록 한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뿅망치에 닿았는가?

원숭이를 잡았다. 화면에서 숨긴다.

Dead를 방송하고 기다린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시작버튼이 방송한) START를 받았을 때,

원숭이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855. 원숭이 잡기 게임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뿅망치를 화면에서 숨겨 놓고 오른쪽 방향을 향하도록 설정한다. 

    (시작버튼이 방송한) START를 받았을 때, 

 뿅망치를 화면에 표시하고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 움직이도록 설정한다.

뿅망치를 무대에서 숨긴다.

오른쪽(90도) 방향을 향하도록 설정한다.

무대에 나타낸다.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니도록 반복하기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한다.

마우스를 클릭했다면

뿅망치 소리를 낸다.

뿅망치를 왼쪽(45도)으로 돌린다.

잠깐(0.2초) 멈춘다.

뿅망치를 원래 위치로 되돌린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시작버튼이 방송한) START를 받았을 때,

뿅망치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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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버튼이 방송한) START를 받았을 때, 

 점수/타임을 초기화하고 타임 체크를 한다. 타임이 0이면 게임을 종료한다.

    (원숭이가 방송한) Dead를 받았을 때, 

 점수를 1씩 증가시키고, 원숭이를 모두 잡았으면 게임을 종료한다.

점수를 0으로 설정한다.

타임을 30으로 설정한다.

타임이 0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

1초를 기다린 후

타임을 1만큼 감소시킨다.

타임이 0 이라면

웃음소리를 내고

게임 종료 GameOver를 방송한다.

점수를 1점씩 증가시킨다.

만약 모든 원숭이를 잡았다면

승리의 소리를 내고

게임 종료 GameOver를 방송한다.

(시작버튼이 방송한) START를 받았을 때,

(원숭이가 방송한) Dead를 받았을 때,

무대배경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875. 원숭이 잡기 게임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서쪽 마녀가 시작버튼 왼쪽에 위치하고, 원숭이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린다. 

    (무대에서 방송한) GameOver를 받았을 때, 

 종료버튼을 무대에 보이게 하고, 모든 스크립트를 멈춘다.

무대에서 종료버튼을 숨긴다.

종료버튼을 무대에 보이게 한다.

모든 스크립트를 멈춘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무대에서 방송한) GameOver를 받았을 때,

종료버튼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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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더해요!

오늘 만들어 본 도로시 친구들의 용감한 모험 이야기를 새롭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등장한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마음껏 상상해 적어 보세요.

895. 원숭이 잡기 게임

정리하기이야기 덧붙이기

오늘은 어떤 것들을 배웠나요? 함께 정리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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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즈의 
마법사를 

읽고

새로운 장면 꾸미기

스토리 1 만들기

스토리 2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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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구상스크래치 형식으로 만들기

무대 배경을 어떻게 꾸밀까요?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스프라이트는 무엇인가요?

각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세요.

1

2

3

93새로운 장면 꾸미기

초등학교 학년 반

오즈의 마법사를 읽고, 스크래치로 만들어보고 싶은 장면의 이야기를 적어보세요.

우리가 만들어보지 않은 새로운 장면을 생각해 보아요.

스토리 1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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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구상스크래치 형식으로 만들기

95새로운 장면 꾸미기

무대 배경을 어떻게 꾸밀까요?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스프라이트는 무엇인가요?

각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세요.

1

2

3

스토리 2 만들기

초등학교 학년 반

오즈의 마법사를 읽고, 스크래치로 만들어보고 싶은 장면의 이야기를 적어보세요.

우리가 만들어보지 않은 새로운 장면을 생각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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