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단계: 토리 스크래치의 입문

  스크래치란?

스크래치는 MIT 미디어 랩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래밍의 기본개념을 익힐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창의성 로봇발명교실 과정을 처음 접하거나 수료한 어린이라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컴퓨터에서 코딩한 스크래치 프로그램이 토리 제품 상에서 동작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

며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을 위해 개발 되었습니다.  이번 1권에서는 스크래치를 이용

한 기본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의성 발명교실

+

= 로봇 전문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완벽대비!!! )

SCRATCHSCR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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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 스크래치 프로그램

           설치하기

스크래치를 이용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설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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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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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를 실행하세요.

브라우저 주소 창에 http://www.robotori.com을 입력하세요

다운로드한 S4A1.5.exe를 더블클릭하세요.

화면중앙의 토리 스크래치 S4A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화면상단메뉴에서“moretips/프로그램다운로드”클릭하세요



1 단계 : 스크래치 프로그램
               설치하기

6 7

8

TORI SCRATCH GUIDE

S4A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이 처음 뜨게 돼요.

이  Arduino1은 2권에서 로봇과 함께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이니까 지

금은 삭제하고 토리 그림을 따로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 스프라이트는 2권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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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duino 1 삭제방법 

1. 스프라이트 목록에서 Arduino 1을 
      클릭해요.

2.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삭제 버튼을 
      누르세요.

삭제 후, 새로운 스프라이트 선택하기를 
눌러 토리를 불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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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 토리캐릭터 
             불러오기 

우선 빨간색 원의 “새로운 
스프라이트 파일 선택하기”를 클릭 하세요. 

ROBO TORI SCRATCH GUIDE

TORI SCRATCH GUIDE

이제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위한 준비가 끝났어요.

다음 장에서는 스크래치의 화면구성에 대해 알아보아요.

S4A1.5.exe와 함께 다운로드한 
토리 캐릭터 선택.

12 TORI SCRATCH



3 단계 : 스크래치 화면구성

            이해하기

스크립트 영역
여기가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하는 장소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각각의 캐릭터를 움직이게 하는 
블록 명령들을 쌓는 장소죠.
스크립트 : 블록명령들을 팔레트로부터 끌어올 수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조합할 수 있어요.
모         양 : 그림을 그리고, 수정하고, 불러 올 수 있어요.
소         리 : 녹음하고 소리파일을 가져 올 수 있어요.

블록 팔레트
아래 여덟 개의 버튼은 블록메뉴라 하고,  
각각의 그룹은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해요.
여러분은 화면상의 캐릭터를 움직이기 위
해 이 여덟 종류의 블록메뉴를 조합하고, 
클릭하여, 실행하게 될 거에요. 

회전옵션
여러분은 스프라이트 설정을 세가지  
회전설정에서 바꿀 수 있어요. 
●  자유롭게 회전가능 합니다.
●  왼쪽, 오른쪽으로 만 움직입니다.
●  회전 불가능 합니다.

스프라이트 버튼 
스프라이트를 가져오
는 3개의 버튼
●  새로 만들기
●  그림 불러오기 
●  무작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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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 스크래치 화면구성

            이해하기

스프라이트 정보
스프라이트 이름과 위
치,바라보는 방향(파
란색 선)을 알 수 있어
요

스프라이트 툴바
복사, 삭제, 키우기, 줄이기
를 할수 있어요.

스테이지 설정
작은창, 중간창, 큰창으로 
볼 수 있어요.

스프라이트란
스크래치를 통해 동작
시키는 모든 이미지

스테이지
각 캐릭터들이 움직이
는 장소에요.

스프라이트 블록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캐릭
터와 그림들을 볼 수 있고 클
릭해서 각각의 캐릭터를 수
정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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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 스크래치 동작원리

            이해하기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우선 스크래
치에서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방
법에 대해 알아야 해요.

스테이지를 클릭하세요.
배경 탭을 클릭해서 가져오기를 

클릭하세요.

xy-grid를 클릭한 후 확인을 
클릭하세요.

모든 캐릭터는 X축, Y축에 따라
서 움직여요.

X축 : 좌우로 -240(왼쪽 끝) 
      에서+240(오른쪽 끝) 
               까지 움직여요.
Y축 : 위아래로 +180(위쪽 끝) 
      에서 -180(아래쪽 끝) 
             까지 움직여요.
캐릭터의 위치는 X축, Y축이 나
타내는 좌표에 따라 (X:0, Y:0)로  
표시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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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 스크래치 동작원리

            이해하기

이제 토리캐릭터를 위쪽 끝으로 움직여 보세요.

* 오른쪽 제일 하단의 노란색 박스 안의 숫자들은 여러분 마우스의 좌표를 나타내고
   스프라이트 위치를 설정 할 때 도움이 돼요.

지금까지 스크래치의 화면구성과 캐릭터가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 알아 보았어요.

참 쉽죠!!!

다음 단계에서는 스크래치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명령어를 알아 볼게요.

어렵지 않으니 따라해 봐요.

TORI SCRATCH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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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 : 캐릭터 움직이기

TORI SCRATCH GUIDE

이제부터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명령 블록들

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법 !! 우리 한번 즐겁게 따라 해봐요.

1

2

3

클릭앤
드래그

 1. 블록 팔레트의   을  
      클릭하세요.

4.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이 스테이지에서 토리 
        캐릭터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여러 번 클릭하면 많이 움직이겠죠??
     단, 토리는 스테이지에서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벗어날 수 없으니 주의해주세요.   

2.  를 클릭해서  

     화살표와 같이 드래그 하세요.

3.   빨간 원을 클릭해서 

      이동 크기를 원하는 만큼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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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계 : 소리내기

 1. 블록 팔레트의   를  클릭하세요.

2. 를 

    클릭해서 화살표와 같이 드래그  
       하세요.

1

클릭앤
드래그

2

3

3. 클릭해서 실행하면, 음악 소리와  
   함께 움직이는 토리를 볼 수 
      있어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을 클릭 
        하면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요! 

4.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을 클릭 
       하면 다양한 박자로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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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계 : 춤추는 토리 만들기

 1. 블록 팔레트의   을  클릭하세요.

2 .  를 클릭해서 

       화살표와 같이 드래그 하세요.
       그 다음에 ‘-10’을 입력하세요.

3. ‘10’을 입력하면, 토리가 앞으로 
     ‘10’발자국 움직이고, ‘-10’을  
      입력하면 토리가 뒤로 ‘10’ 발자국 
       움직여요.
      그럼, 클릭 할 때 마다 토리 캐릭터 
        가 움직이겠죠.

클릭앤
드래그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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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계 : 소리블록을
                더해보기

 1. 블록 팔레트의   를  클릭하세요.

2 . 를 

    클릭해서 화살표와 같이 드래그  

       하세요.

클릭앤
드래그

4. 클릭해 보면
    쿵짝쿵짝~~ 토리가 춤추는 것 보 
   이시죠? 이처럼 간단한 명령블록 
   으로 얼마든지 재밌는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함께 만들어 볼까요?  

1

2

3

3.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을 클릭 
       해서 다양한 소리를 들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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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계 : 쉬지 않고 춤추기

 1. 블록 팔레트의 를  클릭하세요.

2 .   을 클릭, 드래그 

        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합치 
         세요.

3 .   빨간 원안의  반복 

       횟수를 마음대로 바꿔 보세요.

4. 얼마든지 마음껏, 자유롭게 만들어 
     봐요.

클릭앤
드래그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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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계 : 말하는 토리

 1. 블록 팔레트의 를 클릭 

         하세요.

2. 를 클릭 
   해서 화살표와 같이 드래그  
       하세요.

클릭앤
드래그

3. 아래와 같이 블록을 위치시키고  
      클릭하여 실행해 보세요.

1

2

3

사랑해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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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I SCRATCH GUIDE

여러분!! 간단하죠?? 

이제 12단계의 예제를 따라해 보면서 스크래치를 좀 더 알아봐요.

연결고리가 있는 블록들은 서로 결합할 
수 있어요.
왼쪽 그림처럼 오목하고 볼록한 부분이 
있죠?

그에 비해서 왼쪽 그림처럼 오목볼록한  
부분이 없으면 서로 결합 할 수 없어요. 

11 단계 : 결합가능블록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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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계 : [실전예제]
 마법의 별을 만들어 보아요

1. 마법의 별을 만들기 위해 우선 여러분의 친구 
   “토리 캐릭터”를 불러와 볼까요??
    왼쪽 그림과 같이“새로운 스프라이트 파일 선택 
      하기”를 클릭 해 주세요. 

4. 좌표상의 숫자를 클릭하여 X축 : 0, 
  Y축:125로 만들고, 블록을 클릭하여  
     움직여 보세요!!
   블록은 화면상의 어떤 영역에 위치하더라도  
     상관없어요. 

3. 스크립트 탭을 클릭하여 동작블록을 선택 

   하고  

       드래그하여 스크립트 영역에 옮겨 놓으세요.

2. 그리고 왼쪽 그림과 같이   
   “토리 캐릭터”를 클릭해서 불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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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 다음순서로 스프라이트 
     버튼에서 복사버튼 을 누르고 
  아래와 같이 5개로 복사하 
      세요.

5. 토리캐릭터가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속도를 줄이기 위해 
     서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제어블록 

    을  클릭하고 를 
     클릭 드래그하여  이미 선택해 놓은  

      파란색 블록밑에 놓으세요.

       이제 2가지 블록이 합쳐 지면서
       0.1초 간격으로 움직여요!!

Tip: 여러분이 만약 명령을 분리하고 싶다
면 블록을 클릭하여 다른 곳에 옮겨 놓으
세요. 삭제하고 싶다면, 블록팔레트로 드
래그 하세요.

※ 클릭 후 값을 임의대로 
     수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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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계 : [실전예제]
 마법의 별을 만들어 보아요

7. 위 화면과 같이 숫자를 바꾸세요.
    그리고 블록을 클릭하면 오각형 모양으로 
      토리캐릭터가 움직일 꺼에요!!

10. 이제 두가지 프로그램을 왼쪽과 같이 결합해 보세요!!

제어탭에서  을 왼쪽 그림과 같이 제일 위에  놓으세요.

Tip :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에  

            명령이 도움이 될 거에요.

8. 끊임 없이 토리캐릭터가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어  
    팔레트의  을 드래그하여 위 그림과 같이 블록들  
   위에 위치시키고 클릭하면 오각형으로 계속 점프하게  
      됩니다. 멈추기 위해서는 을 클릭하세요. 

Tip : 스크립트를 만들 때마다, 테스트 해 보고 여러분들이 의도 
            한 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해보세요.

9. 자 이제는 토리캐릭터가 점프하는 대신에  
      미끄러지게 만들어 볼까요? 
   이를 위해서는 동작블록메뉴를 클릭하여, 

     5개의  를 위 그림과 같이 만들고,  
      좌표를 입력한 후 클릭 해 보세요.

는 시작,

는 멈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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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제 다음 차례는 펜 블록메뉴를 클릭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4가지의 명령블록을 드래그 
      하세요.     
      실행을 시키면 여러분은 마법의 별을 보게 
      거에요될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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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계 : [실전예제]
 마법의 별을 만들어 보아요

12. 마법의 별 색깔을 바꿀 수 있도록 
        블록을 추가해 볼까요? 
     아래와 같이 블록을 새로 만들  
      어 스크립트 영역에 놓고 클릭해  
        보세요. 멋지죠? 
      이와 같이 다양 한 명령어로 재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13. 반.드.시 !! 저장해 주세요~~… 
     애써 만든 프로그램이 저장을 안 해 없어지면 슬퍼질  
        거에요..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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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단계 : 연산블록 사용법

                  익히기

연산블록의 흰색 부분에는 숫자,글자,블록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와 같이 끝모양이 둥근 블록에는 둥근 블록만 

넣을수 있고  과 같이 끝이 날카로운 블록은 넣을 수 없 

어요.

반대로 빨간 네모안의 블록과 같이 끝이 날카로운   은  

  블록만 넣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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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단계 : 연산블록 사용법

                  익히기

클릭앤
드래그

클릭앤
드래그

1

1

2

2

3

3

1. 블록 팔레트의  을  클릭 

      하세요.

1. 블록 팔레트의 을  클릭 

      하세요.

2. 연산 블록을 클릭한 후 스크립트로  
      드래그 하세요.

2. 연산 블록   에 

   을 겹쳐  

  놓으세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블록들을 합쳐서 새로운 명령 
     블록을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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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계 : [실전예제]
 카멜레온 토리 만들기

TORI SCRATCH GUIDE

이제  연산과 변수 등 블록 사용법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음…이를 테면 스크래치 끝판왕!! 

스크래치와 토리 블록제품을 연결하여 구동하기 위해서는 연산과 변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요.  여러분 잘 할 수 있죠??  파이팅!! 힘내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깃발 클릭시 정해진 좌표안에서 
토리가 움직이고, 색깔이 바뀌고 음악이 나오며, 공에 닿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프로그래밍을 할 거에요. 

여러분이 이 프로그래밍을 혼자 힘으로 만들수 있으면 

100점 만점에 100점!!

왼쪽과 같이 

 를 동작 블
록 사이에 넣고 숫자입력 칸에 좌표숫
자를 넣어요

난수란???
무작위의 숫자를 말해요.

* 동작블록메뉴에서  을 드래그하여 아래와 같이 가져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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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계 : [실전예제]
 카멜레온 토리 만들기

연산블록메뉴에서   를 위와 같이 옮기고 다

음 관찰블록메뉴에서 

을 겹쳐 놓아요. 그리고  왼쪽 흰색 칸에“30”

숫자를 넣어요.

프로그램이 반복 될 수 있도록 제어블록 

메뉴에서                                       을  

 가져와서 결합시켜요.

제어블록 메뉴에서  
 
을 가져와요.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을 위 그림과 같이 합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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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미리 만들어 놓은 

으로 감싸면 되요. 

+

=

왼쪽 그림과 같이 제어, 형태, 소리 블록들을 드래
그하여 만들어요.

와 을 왼쪽과

같이 먼저 결합 후 지금까지 만든  모든 블록들

을 왼쪽그림처럼 결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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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계 : [실전예제]
 카멜레온 토리 만들기

변수 블록 메뉴 클릭   변수 만들기 클릭하여 아

래와 같은 창이 뜨면 값을 저장하는 변수 이름을 쓰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누르면 왼쪽과 같은 메뉴가 추가 되요.

축구공을 가져오기 위해 왼쪽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왼쪽에 추가된 메뉴에서 

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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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따라 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코딩한 프로그램을 확인해  

볼까요?   을 누르면 공 주위로 토리가 마구 움직이는게 보일꺼에요. 
카멜레온처럼 색깔도 변하고 점수도 올라가요.  

참 신기하죠?? 이와 같이 여러 블록 메뉴에 있는 명령어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조합해 

보세요. 여러분도 프로그래밍의 천재가 될 수 있어요!

변수 블록 메뉴에서   

을 꺼내 왼쪽 그림과 같이 합치고 반복 블록과 결합

시켜요. 

제어,관찰 블록 메뉴에서 왼쪽과 같은 명령어를 꺼내요.   

그리고  를 클릭해서 스프라이트2

를 선택 후 두 블록을 합쳐요.   

Things 폴더 안에 있는 공을 선택후   

스트라이트1을 클릭하면 원래 화면으로 
되 돌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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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 팽이 로봇과 부품 

               알아보기

팽이 로봇 부품리스트 | 구조물을 만들어 봅시다.

굵은 수평셀 
(1)

8돌기셀
(1)

4돌기셀
(2)

중간연결잭 
(2)

굴절셀
(6)

연결셀
(6)

삼각셀
(2)

토리보드
(1)

오프로드바퀴
(2)

축45
(2)

건전지6V
케이스 (1)

DC모니터
(2)

연결잭
(2)

LED모듈
(1)

6돌기셀
(2)

7돌기셀
(2)

2단셀
(2)

36톱니둥근
기어(2)

기본셀
(2)

2돌기셀
(1)

팽이 로봇

 여러분이 코딩한 프로그램과 팽이로봇을 연결 후  동작 시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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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팽이로봇 조립하기

2 단계 : 팽이 로봇 조립하기

 1

 2

 3

1-1

1-2

2-2

2-3

A45

같은 모형 2개를 만들어줍니다.

2-1
그림 2-1번 모형과 조립합니다.

같은 모형 2개를 만들어줍니다.

2-2 모형

2-4

같은 모형 2개를 만들어줍니다.

3-1

3-2

3-1 모형

그림 2-4번과 3-1번에서 만든 모형을 조립합니다.

2-1 모형

같은 모형 2개를 만들어줍니다.

그림 1-2번과 2-3번에서 만든 모형을 조립합니다.

1-2 모형

2-3 모형

2-4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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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 2

X 2

X 2X 4

X 2

X 2

X 2

X 2

X 2

X 2

X 2

X 2

X 2

X 4



 4

 5

3-2 모형

4-2
4-1

그림 3-2번과 4-1번에서 만든 
모형을 조립합니다.

4-1 모형

시그널에 꽂혀있는 USB를 컴퓨터의 USB 자리에 연결하면 컴퓨터와 연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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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 센서 종류 알아보기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로봇의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자극이에요. 로봇은 빛, 소리, 온도, 접촉, 초음파 등 다

양한 자극을 감지하고 그에 따른 반응으로 움직여요. 이러한 다양한 자극을 센서가 감지하고, 

각각의 센서는 다른 센서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이를 테면 센서는 여러분의 눈, 코, 귀, 입  

역할을 하고, 토리 보드는 뇌, 모터는 손, 발 역할을 하는 거에요.

동작 신호를 로봇의 
메인보드로 보내요. 
센서가 빛을 느낄 수 
있는 거리는 5cm 까지
에요. 

여러분이 말하는대로 
로봇이 따라해요.

멜로디가 연주돼요.LED가 붉게 빛나요.

LED 모듈

적외선 센서

MELODY 모듈

마이크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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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 2,3”
On/Off 센서 연결

Digital4 신호의 on/off 
스위치 역할

전원스위치

토리 보드의 작동법과 연결되는 센서의 위치를 알아 보아요.

4 단계 : 토리 보드에  대해
             알아보기

“Anolog - 0,1,2”

“OUT-10”  

오른쪽 모터 연결

왼쪽 모터 연결

적외선 센서, 마이크 센서 연

LED 모듈, MELODY 모듈 센서 연결
(Digital On/Off 역할)

검은선 연결

빨간선 연결

흰     선 연결

검은선 연결

빨간선 연결

흰     선 연결

“시리얼 포트”  

컴퓨터와 로봇연결 
USB연결

흰     선 연결

빨간선 연결

검은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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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S4A 스크래치

로봇을 동작시키기 위한 새로운 
명령블록이 나타나요.

로봇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아두이노 보드 판이에요. 
이 그림을 그대로 사용해도 좋지만 여러분이 동작시킬 
로봇 그림으로 바꾸면 더 좋겠죠?
그림 불러오는 방법은 뒷장에서 공부해요.

로봇이 컴퓨터에 연결되면 
각 센서 값이 표시되는 
센서 테이블이에요.

센서 값 표시에서 
검은색 박스 값이  우리가 
사용 할 센서 값이에요.

먼저 토리 보드와 컴퓨터를 연결했을 때 보이는 첫 화면이에요. 

아래 내용을 공부하고 센서와 모터를 이용한 로봇 작동에 대해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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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팽이로봇 사진
             불러오기

 1.    을 클릭!!

 2.     을 클릭!!

그림 불러오기가 끝나기 전에는 삭제가 안돼요!

팽이로봇 사진 선택 후 확인 클릭

팽이로봇 사진 불러오기 성공!!

팽이로봇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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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계 : 새로 추가된 명령 

           블록 이해하기 

왼쪽 명령 블록들은 컴퓨터와 토리 보드 연결시  
새롭게 추가된 명령 블록들이에요.

LED 모듈, MELODY 모듈
On/Off 시 사용. 
Digital 10만 사용.

1

2

3

2

3

마이크센서, 적외선센서의 센서 값  
지정시 사용. 
Analog 0, 1,  2 까지만 사용.

1

On/Off 스위치와 같은 역할
Digital 2, 3 지정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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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5

4

모터 속도를 조절하는 명령 블록.
Analog 5만 사용. 

모터 속도는 0~7 속도값까지만 사용하여 속도를  

조절해요. (  은 속도값이에요.)

5

로봇의 전진, 후진, 회전을 시키며 모터의 방향을 조절.

① 모터 2개가  clockwise - 전진.
② 모터 2개가  Anticlockwise - 후진.
③ 모터 방향이 다르면 회전.

6

모터의 동작을 끄는 명령블록.
①  motor 4 - 왼쪽 모터 끄기
②  motor 7 -  오른쪽 모터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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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계 : 팽이로봇과  컴퓨터 
               연결하기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컴퓨터와 로봇을 연결 시켜 볼까요?

로봇과 연결되어 있는  USB
를 컴퓨터와 연결 후, 토리 보
드 전원을 누르면 숫자들이 나
타나게 돼요. 숫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음 페이지 설명을  
따라 해보세요.
숫자가 나타나는 친구들은 9단계 팽
이로봇 전진,정지,후진시켜보기로  
출~발

센서 값 표에서 검은색 박스 안에 있는 센
서 값들이 앞으로 사용하는 값이에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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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결 후, 왼쪽 그림처럼 나타난다면 
윈도우 시작 -> 제어판에 들어가서 연결할  
포트를 찾아 직접 설정을 해주어야 해요.
어려워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1.  ‘시작’눌러서 ‘제어판’을 클릭.

 2. ‘하드웨어 및 소리’에서 
     ‘장치 및 프린터 보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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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계 : 팽이로봇과  컴퓨터 
               연결하기

 3.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장치관리자’를 클릭.

 4.    ‘포트’라고 적혀있는 것에서 앞에  ▷
         눌러서 컴퓨터 COM이 몇 번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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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를 확인하였으면 스크래치 화면으로 되돌아와서 센서 표에서 직접 설정을 해주어야 해요.

    ① ~ ⑤ 과정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따라 해보세요. 시~~작!

 1.    센서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stop searching board’를 클릭.

2.   ‘끄기’클릭 .

 3.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시리얼/USB 포트 선택’을  
          클릭.

 4.    COM1~32 숫자들 중에서 자신의 컴퓨터 포트 숫자와 
       동일한 COM을 선택.

 5.    COM을 선택 후 센서 값들이 나타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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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계 : 팽이로봇 전진, 정지,   

              후진 시키기

motor4 = 왼쪽모터
motor7 = 오른쪽모터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온 내용을 떠올려 보면서 아래 화면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고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1 . 블록 팔레스에서 

       을 클릭.

3 .‘정지’

명령 블록  을 2개 준비.
  

 로 모터선택.
클릭하면 로봇이 정지~~!!

2 .‘전진’

명령 블록을 2개 준비.  

 로 모터선택.

방향을   로 선택.

클릭하면 로봇이 앞으로 이동~~!!

4 .‘후진’

명령블록 2개 준비.  

 로 모터선택.

방향을   로 선택.

클릭하면 로봇이 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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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 팽이로봇 오른쪽으로 회전, 

                   왼쪽으로 회전 시키기

로봇이 회전하기 위해서는 모터 2개의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반대방향이 되어야 해요.

오른쪽 모터는 앞으로 가고 왼쪽 모터는 뒤로 가면 로봇은 왼쪽으로 회전하게 되는데 직접 모터

의 방향을 바꿔가면서 익혀보도록 해요.

1 . 블록팔레트에서 

       을 클릭하세요.

4 . ‘정지’

  을 2개 준비.  

 로 모터선택.

클릭하면 움직이던 로봇이 정지~~!!

2 .‘왼쪽으로 회전’

명령 블록 을 2개 준비.  

 로 모터선택

방향을   로 선택.

모터 4가 뒤로, 모터 7이 앞으로 움직

이면 로봇은 왼쪽으로 회전~~~

3 .‘오른쪽으로 회전’

명령 블록 을 2개 준비.  

 로 모터선택

방향을   로 선택.

모터 4가 앞으로, 모터 7이 뒤로 움직

이면 로봇은 오른쪽으로 회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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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단계 : LED 모듈 켜고 끄기

토리 보드와 연결되어 있는

LED 모듈의 위치는 

OUT10이에요. 

검은선 연결

빨간선 연결

흰     선 연결

2 . ‘LED 모듈 켜기’

을 준비. 

digital 10으로 설정 후 클릭하면 
LED에 빨간불이 켜짐.

3 . ‘LED 모듈 끄기’

 을 준비. 

LED 켜기와 똑같이 digital 10으로 
설정 후 클릭하면 LED 불이 꺼짐.

1 . 블록팔레트에서 

        을 클릭.
1

로보토리는  On/Off 할때Digital10 만 

사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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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계 : LED 켜고 끄기 

                응용하기

2 . LED가‘깜빡깜빡’켜졌다 꺼졌다 하기 위해서 시간과  
        반복 명령 블록이 필요해요~ 

        자 그럼, 블록 팔레트에서  클릭.        

3 .  블록을 2개 가져온 후, 먼저 

  동작 블록 사이에 끼우고 

 

블록 밑에 연결. 쉽죠~?

5 . 
 
가지고 온 후, 

             

LED모듈을 켜고 끄기 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러면 이제 LED가 깜빡깜빡 1초 간격으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프로그래밍을 해 봐요~

1 . 블록 팔레트  에서 

   을 가져온 후

 켜기, 끄기 블록을 연결 

4 .
  

블록을 가지고 온 후, 

                 왼쪽 그림처럼 
감싸주세요. 

위에 연결시키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LED가 반짝반
짝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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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단계 : 적외선 센서

            알아보기

적외선 센서는 빛의 양을 감지하여, 센서값의 변화로 로봇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센서 표의 Analog 값들을 살펴보면 센서 앞에 물체가 감지되지 

않을 때나 빛이 있을 때는 센서 값이 200보다 커요. 

물체가 감지되고 어두워 진다면 센서 값이 200보다  낮아져요.

적외선 센서 앞 부분을 손으로 가려 센서 표를 보고 센서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해 볼게요.

<물체가 감지되지 않을 때>

<센서 표>

< 물체가 감지되었을 때>

<센서 표>

토리 보드와 연결되어 있는  
적외선 센서 위치는 Analog 
0, 2번 이에요. Analog자리 어
디든 꽂아도 괜찮아요.

검은선 연결

빨간선 연결

흰     선 연결

표시된 부분을 손으로 가려서 

비교해 보세요.

11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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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계 : 적외선 센서 응용하기
(센서 변화 값을 이용해서 로봇 움직이기)

프로그래밍시 여러분이 정한 값보다 작게 되면 팽이로봇이 앞으로 이동하게 되고 값이 

커지면 멈추게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센서 표에 있는 값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환

경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먼저 처음 센서 값이 얼마인지 확인을 한 후, 상황에 맞게 값을 

정하세요.

1. 적외선 센서를 손으로 가릴 때와  
      가리지 않을 때 센서 값의 변화를 먼저  
       확인하세요~!! 중요.

2 .  에서 

      

블록을 선택.

3 .  에서  블록을 선택. 

4 .  에서 

 2개를 준비.

 과  로 설정 후, 
연산 블록과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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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계 : 적외선 센서 응용하기
(센서 변화 값을 이용해서 로봇 움직이기)

6 .  에서  2개 준비.

       와  로 설정 후 제어 블록과 연결해주세요.

7 .  에서  2개 준비하세요.

          로 설정 후 제어 블록과 연결해주세

요.

8 .  에서  끌어 온 후 연결하면 끝~!

     센서를 가렸을 때 앞으로 움직이는 팽이로봇 완성~!! 

5 . 동작 블록과 제어 블록을 결합.
      그리고 연산 블록안의 
      적외선 센서 값을 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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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단계 : MELODY 켜고 끄기

1 . 블록 팔레트에서

      을 클릭.

2 . ‘MELODY 켜기’

        을 준비. 

   digital 10에 맞추고 클릭하면 노래 
     소리가 들려요.

3 . ‘MELODY 끄기’

         을 가져오세
요. 

       digital 10에 맞추고 클릭하면 
       노래 소리가 꺼져요.

토리 보드와 연결되어 있는

MELODY의 위치는 

OUT10이에요. 

검은선 연결

빨간선 연결

흰     선 연결

토리 스크래치는  On/Off 할
때Digital10 만 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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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단계 : MELODY 모듈 
                 응용하기

적외선 카메라에 물체가 감지됐을 때 소리가 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 볼 프로그래밍이 바로 그것이에요. 적외선 카메라 역할을 하는 적외선 센

서의 값이 여러분들이 설정한 값 보다 작게 되면 MELODY 센서가 작동되면서 일정 시간 동안 소

리가 나게 돼요. 센서 값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소리가 멈추게 되지만 계속 작은 값이 유지

되면 소리는 계속 울리게 된답니다.

 

센서 표에 있는 값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먼저 처음 센서값이  

얼마인지 확인을 한 후, 상황에 맞게 값을 정하세요.

1 . 적외선 센서를 
가릴 때와 가리지 않을 때 
센서 값의 변화를 먼저 
확인하세요~!
중요합니다.

2 .   에서 

        블록을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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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에서   블록    에서  블록을 

     끌어 온 후  합쳐주세요.   

4 . 동작 블록과 제어 블록을 합쳐주세요.
      그리고 연산 블록 안에 
     적외선 센서 값을 정해주세요.

5 .  에서 

       을 가져온 후, 

      제어 블록과 결합.

7 .   에서  을 

    가져 온 후,  밑에 연결 

      시키고 초는 10초로 변경.
     시간이 길수록 노래가 오래 나오겠죠?

8 .  에서 

     

                    끌어 온 후 연결

     하면 끝~!
   정한 값 보다 센서 값이 작게되면 음악이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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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단계 : 마이크 센서 알아보기

마이크 센서는 센서 앞에서 소리를 내면 센서 값이 변해요.  

소리가 크면 센서 값이 커지고 소리가 작아지면 센서 값도 

작아집니다. 

마이크 센서 앞에 소리를 내면서 센서 표를 보고 센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소리가 감지되지 않을 때 >

<센서 표>

< 소리가  감지 되었을 때 >

<센서 표>

토리 보드와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 센서의 위치는 
Analog1이에요. 

검은선 연결

빨간선 연결

흰     선 연결

표시 된 위치에 소리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선 꽂을 때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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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단계 : 마이크 센서 
                 응용하기

마이크 센서 값이 지정한 값보다 커지면 팽이로봇이 회전하게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Analog1 값이 10 이하로 나타나다가 센서 앞에서 손뼉을 치거나 소리를 내면 90 이상으로 커지면서 

회전을 하다가 멈추게 됩니다. 반복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했기 때문에 소리가 계속 나면 팽이로봇은  

계속 회전하게 됩니다.

센서 표에 있는 값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처음 센서값이 얼

마인지 확인을 한 후, 상황에 맞게 값을 정하세요.

1. 마이크 센서를 연결 
    했을 때 처음  센서 값이  
       얼마인지 확인.

2.   에서 

       블록을 준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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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단계 : 마이크 센서 
                 응용하기

3.  에서  블록   에서  블록을 끌어 온 후

     로 바꾸고 두 블록을 결합.

   

4. 두 블록을 합쳐주세요.
     마이크 센서에 소리를 직접 내보고 센서값 
    이 변하는 것을 확인 한 후, 연산 블록의 칸 
     에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5.  에서 블록 

      을 

    2개 준비.
    
     모터를  선택. 

     방향을 선택.

      그런 다음 제어 블록 안에 넣어주세요.

6.  에서  을
     가져 온 후, 연결시키고, 초는 5초로 변경 .     
      팽이로봇이 5초 동안 빙글빙글 돌아요. 

7.  에서  을 

     끌어 온 후, 전 단계에서 만든 블록과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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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에서 을 

     2개 준비. 

      모터를  로 설정합니다. 
      이 블록을 전 단계 블록과 연결.
 * 센서값이 80이상이 되면 5초 동안 돌다가
   자동으로 멈춰요. 

9.   에서 

        끌어 온 후  
           연결하면 끝.

팽이로봇을 완전히 멈추기 위해서 2개의  
모터를 끄는 블록이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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