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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엔트리 알아보기 

ㅁ 엔트리를 소개합니다. 

 

엔트리는 누구나 무료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개발된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으로, 

학생들은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고, 선생님들은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MIT에서 개발한 스크래치와 같은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입문자분

들도 쉽게 배울 수 있고 프로젝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게임 등을 직접 제작하고 실행하며 프로그래밍의 흥미를 이끌 수 있으며, 

쉽게 이해하며 배울 수 있어 프로그래밍 입문자분들이 블록 코딩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엔트리 공식 홈페이지: https://playentry.org/#!/ 

 

  

https://playentry.org/#!/


ㅁ 엔트리 설치하기 

엔트리를 온라인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프로그래밍하는 환경이지만,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오프라인으로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엔트리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웹 브라우저 주소 입력창에 엔트리(https://playentry.org/#!/)를 입력하여 엔트리 공식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부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카테고리가 열립니다. 

그중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https://playentry.org/#!/


3. 엔트리 오프라인 다운로드 화면이 보입니다. 

자신의 컴퓨터에 맞도록 설치하여 줍니다. 

 

 

4. 다음을 마구 눌러 설치를 진행해줍니다. 

 

  



5.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목적에 따라 선택하여 엔트리 만들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기본형을 선택하겠습니다. 

 

  



ㅁ 엔트리 둘러보기 

 

엔트리에는 어떤 구역들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메뉴 창: 프로젝트의 이름, 코딩 방법, 저장 및 불러오기, 도움말, 환경 설정, 언어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장면 영역: 제작한 프로그램의 실행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구성한 블록에 따라 장면이나 오브젝트 움직이거나 장면이 바뀌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3. 오브젝트 영역: 오브젝트들을 추가하거나 삭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추가로 오브젝트의 위치나 크기, 보고 있는 방향 등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4. 블록 영역: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블록들이 있는 영역입니다. 

필요한 블록들을 드래그를 통해 꺼낼 수 있습니다. 

5. 스크립트 영역: 블록 구역에 있는 블록들을 꺼내어 조립하고, 배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원하는 동작에 맞게 순서대로 블록을 조립하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Chapter 2 엔트리 살펴보기 

엔트리를 구성하는 영역들을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ㅁ 장면 영역 

 

엔트리로 게임을 제작한다면 무대의 화면을 보면서 플레이하게 되며, 블록들의 구성에 따라 장면

이나 오브젝트가 움직이며 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 외에도 화면을 크게 하거나 시작하고, 정지할 수 있으며 마우스로 오브젝트를 제어할 수 있습

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로 새로운 오브젝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크기, 방향, 이동 방향을 마우스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면 구역의 구성들을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면 추가: 장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블록을 통해 보이는 장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속도 조절: 프로그램이 화면에서 실행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최고 속도로 되어있고, 필요에 따라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3. 격자/좌표계: 격자로 된 좌표계를 표시합니다. 

4. 장면 확대: 장면은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대하면 정지하기, 일시 정지, 다시 하기가 있습니다. 

5. 오브젝트: 화면에 추가한 것들을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블록에 따라 오브젝트들이 움직이면서, 프로젝트 화면을 구성합니다. 

6. 오브젝트 추가하기: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합니다. 

엔트리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들과 가지고 있는 사진, 직접 그린 그림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7. 시작하기: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도중에 멈출 수 있으며, 멈춘 시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도 있습니다. 실행 중에는 블록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ㅁ 오브젝트 영역 

 

장면 영역에서 추가한 오브젝트들을 관리하고 수정,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또, 블록 코딩을 위해 오브젝트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 없는 오브젝트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

다. 

 

1. 오브젝트 숨기기 / 보이기: 해당 오브젝트를 화면에서 숨기거나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2. 오브젝트 잠그기 / 풀기: 해당 오브젝트를 수정이나 마우스로 인한 이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오브젝트 수정하기: 오브젝트의 좌표나, 크기, 방향, 이동 방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오브젝트 삭제하기: 오브젝트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오브젝트 정보: 현재 프로젝트에서의 오브젝트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좌표나 크기, 방향, 이동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회전방식: 오브젝트의 회전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돌기 / 좌우 뒤집기 / 고정하기 등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ㅁ 블록 영역 

 

프로그램을 구성할 블록들을 고르고 꺼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징에 따라 나누어진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원하는 블록들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록들 말고도, 오브젝트의 모양과 소리, 속성을 수정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큰 카테고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블록: 블록들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모양: 오브젝트의 모양을 수정하거나 제작할 수 있습니다. 

 

3. 소리: 오브젝트의 소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속성: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변수나 신호, 리스트, 함수 등을 추가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블록 영역의 주가 되는 블록들의 카테고리를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1. 시작: 블록들을 실행하게 되는 시작을 담당하는 블록들의 모음입니다. 

시작하기를 누르거나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키보드를 누르거나 장면이 바뀌거나 등이 있습니다. 

2. 흐름: 블록들이 실행될 때 어떠한 흐름으로 실행될 것인지 제어하는 블록들의 모음입니다. 

몇 초를 기다리기, 반복하기, 조건에 맞게 실행하기, 복제하기 등이 있습니다. 

3. 움직임: 오브젝트가 움직일 때 사용하는 블록들의 모음입니다. 

앞으로 움직이기, 좌표로 움직이기, 원하는 방향 보기 등이 있습니다. 

4. 생김새: 오브젝트의 생김새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블록들의 모음입니다. 

숨기거나 보이기, 말하기, 모양 바꾸기, 크기와 뒤집기, 보이는 순서 바꾸기 등이 있습니다. 

5. 붓: 장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블록들의 모음입니다. 

도장찍기, 붓으로 그리기, 색정하기, 굵기 바꾸기, 투명도 바꾸기, 지우기 등이 있습니다. 

6. 소리: 오브젝트의 소리를 실행할 수 있는 블록들의 모음입니다.| 

소리 재생하기, 크기 바꾸기, 소리 멈추기 등이 있습니다. 

7. 판단: 어떠한 조건에 만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블록들의 모음입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닿았는지, 키보드를 눌렀는지, 부등호가 만족했는지, 조건을 만족했는지 

등이 있습니다. 

8. 계산: 숫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중 계산을 해야 할 때 사용하는 블록들의 모음입니다. 

사칙연산과 마우스 위칫값, 오브젝트의 위칫값, 시간, 거리나 글자 수 등이 있습니다. 

9. 자료: 변수나 리스트 혹은 사용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블록들의 모음입니다. 

변수 만들기와 리스트 만들기, 질문하고 대답 확인하기 등이 있습니다. 

A. 함수: 함수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블록들의 모음입니다. 

함수 만들기, 함수 정의하기, 함숫값 수정하기 등이 있습니다. 

B. 하드웨어: 아두이노나 다른 보드를 엔트리로 제어하는 블록들의 모음입니다. 

연결 프로그램 열기, 연결 안내 보기, 엔트리 아두이노 소스, 하드웨어 연결하기 등이 있습니다. 

  



ㅁ 스크립트 영역 

 

블록들이 구성할 수 있는 스크립트 영역입니다. 

원하는 블록들과 순서를 맞추어 해당 영역에서 조립할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쓰레기통을 통해 블록을 버릴 수 있고, 블록 영역의 블록이나 모양, 소리, 속성에 

따라 화면이 바뀝니다. 



 

블록을 우클릭하면 코드 블록을 복사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블록을 드래그하여 쓰레기통으로 끌고 가면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습니다. 

  



Chapter 3 엔트리 프로젝트 만들기 

ㅁ 엔트리 봇 움직이기 

먼저 엔트리 봇을 블록으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를 열면 위와 같은 블록이 미리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풀이를 해보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를 10번 반복합니다. 

 

장면 영역의 시작하기를 누르면 앞으로 10만큼 10 번 움직입니다. 

그럼 이번엔 앞으로 움직이는 것 말고, 회전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하지 않을 블록을 우클릭하여 코드 삭제를 해줍니다. 

블록을 드래그하여 쓰레기통에 버려도 됩니다. 

 

블록 영역의 움직임에 있는 를 꺼내와 끼워줍니다. 

 

숫자를 클릭하여 원하는 각도로 수정합니다. 마우스로 지정할 수도 있고 원하는 숫자를 입력해도 

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방향을 30만큼 10번 회전하는 동작이 완성되었습니다,. 

장면 영역의 시작하기를 눌러봅니다.. 



 

엔트리 봇이 300도만큼 빙글 회전합니다. 

이번엔 마우스로 엔트리 봇을 클릭했을 때 회전하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블록 영역의 시작에 있는 를 드래그하여 꺼내옵니다. 



 

소스를 드래그하여 이동시켜줍니다. 

 

엔트리 봇을 클릭할 때마다 빙글 회전합니다. 

이번엔 키보드로 엔트리 봇을 이동시켜보겠습니다. 

 



블록 영역의 시작에 있는 를 드래그하여 꺼내옵니다. 

 

기본 설정은 q로 되어있지만 q 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원하는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수정됩니다. 왼쪽 화살표를 입력해줍니다. 

 

왼쪽 화살표키를 눌렀을 때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블록 영역의 움직임에 있는 를 드래그하여 꺼내옵니다. 

 

왼쪽 화살표는 -10, 오른쪽은 10만큼 움직이게 해줍니다. 



 

엔트리 봇을 클릭하면 회전하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앞으로 이동하며,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뒤로 이동합니다. 

  



ㅁ 좌표 이동하기 

좌표에 대해서 이해하고, 엔트리 봇을 원하는 좌표로 이동시켜보겠습니다. 

 

우선 장면 영역 오른쪽 위의 격자 모양을 클릭하여 줍니다. 

장면이 좌표계로 바뀌었습니다. 

 



위 사진에서 표시한 것처럼 가로축이 x축이 됩니다. 

장면의 중간은 x 축의 0 이 되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x 값이 증가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x 값이 

감소합니다. 

 

위 사진에서 표시한 것처럼 세로축이 y축이 됩니다. 

장면의 중간은 y 축의 0 이 되며, 위쪽으로 갈수록 y 값이 증가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y 값이 

감소합니다. 



마우스의 좌표는 1에 표시가 됩니다. x축으로 107.4, y축으로 115.9인 곳에 있습니다. 

엔트리 봇의 좌표는 2에 표시가 됩니다. x축으로 107.9 y축으로 38.0인 곳에 있습니다. 

오브젝트의 좌표는 오브젝트의 중심을 기준으로 됩니다. 

 

블록 영역의 움직임에 있는 을 드래그하여 꺼내옵니다. 



원하는 값으로 수정하여 줍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것입니다. 

 

위 같이 만들어주면, 이동 방향과 관계없이 키보드로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ㅁ 오브젝트끼리 대화 주고받기 

장면에서 간단하게 오브젝트끼리 대화를 주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오브젝트를 불러오기 위해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눌러줍니다. 

 

귀여운 강아지를 클릭하여 불러옵니다. 

 



 

강아지를 장면에 불러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먼저 엔트리 봇을 클릭하여 위치를 설정해줍니다. 

x는 -150 y는 0로 설정하였습니다. 

 

강아지의 위치도 설정해줍니다. 

x는 80 y는 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초기의 위치가 설정되었습니다. 

엔트리 봇이 강아지에게 걸어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트리 봇을 클릭합니다. 

 

엔트리 봇을 클릭한 후 블록 영역의 시작에 있는 를 눌러줍니다. 

 



강아지에게 걸어가게 하도록 블록 영역의 흐름에 있는  를 

드래그하여 꺼내옵니다. 

 

강아지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도록 블록 영역의 움직임에 있는 를 

드래그하여 꺼내옵니다. 

 

움직일 때마다 걷는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 블록 영역의 생김새에 있는  

를 드래그하여 꺼내옵니다. 



 

천천히 걸어가게 하기 위해 블록 영역의 흐름에 있는 를 드래그하여 

꺼내옵니다. 

값을 0.2 초로 수정하여줍니다. 

중간 정검을 위해 시작하기를 눌러서 확인해봅니다. 

 

엔트리 봇이 뚜벅뚜벅 걸어서 강아지에게 옵니다. 



 

강아지에게 인사하기 위해 블록 영역의 생김새에 있는  

를 드래그하여 꺼내옵니다. 

‘안녕!’을 ‘멍멍아 안녕!’으로 수정하고, 4초를 2초로 수정합니다. 

 

시작하기를 누르면 인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클릭하여 위와 같이 구성하여줍니다. 

 



 

엔트리 봇이 인사하면, 강아지가 멍멍이라고 대답해줍니다. 

  



ㅁ 사용자와 대화 주고받기 

이번에는 사용자와 오브젝트끼리 대화를 주고받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엔트리로 사용자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려면 블록 영역의 자료에 있는 블록들을 사용해야합니다. 

 

자료에 있는 을 드래그하여 꺼내옵니다. 

‘내용을 이름이 뭐야??’로 수정해줍니다. 

시작하기를 눌러봅니다. 

 

오른쪽 위에 대답을 보여주는 창이 생겼습니다. 

홍길동이라고 입력해보겠습니다. 



 

대답이라고 입력하면 대답에 홍길동이 기재됩니다. 

 

엔트리 봇이 대답을 하기 위해 를 

드래그하여 꺼내옵니다. 

 

이전에 입력했던 값을 엔트리 봇이 말할 수 있도록 를 끼워줍니다. 

시작하기를 눌러 확인해보겠습니다. 



 

엔트리 봇이 대답을 말합니다. 

‘홍길동! 만나서 반가워!’라고 하게 하도록 글자를 합쳐야 합니다.. 

 

블록 영역의 계산에 있는 를 꺼내와 끼워줍니다. 

‘안녕!’이 있는 부분에 대답을 넣어주고, 다른 부분에 ‘! 만나서 반가워!’라고 입력해줍니다. 

시작하기를 눌러 확인하겠습니다. 

 

엔트리 봇이 입력한 이름을 외쳐주면서 인사해줍니다. 



이번엔 엔트리 봇이 덧셈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블록 영역의 자료에 있는 변수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첫 번째 숫자라는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변수는 값을 마음대로 저장하고 수정하며 필요할 때 꺼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를 변수에 저장하고, 덧셈할 때 꺼내와 계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변수를 만들면 블록 영역의 자료에 위와 같이 블록들이 생성됩니다. 

 

첫 번째 숫자라는 변수에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정해줍니다. 

 

 



시작하기를 눌러 확인해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첫 번째 숫자가 만든 변수이고, 대답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답을 저장하고 두 번째 수를 더하도록 합니다. 

 

더한 수를 말하기 위해 를 꺼내옵니다. 

그 후 계산에 있는 를 꺼내와서 끼워줍니다. 

 



 

첫 번째와 대답을 더해서 말하도록 합니다. 

 

엔트리 봇이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를 더하여 말을 해줍니다. 

반대로 엔트리 봇이 덧셈 문제를 내고, 그 질문에 대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라는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에 무작위 수를 입력하여 줍니다. 

 

합치기를 두 번 사용해서 ((‘첫 번째 숫자 값’과 +)과 ‘두 번째 숫자 값’으로 구성하여 질문하도록 

합니다. 



 

엔트리 봇이 덧셈 문제를 냅니다. 

 

대답이 계산 결과와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 판단에 있는 등식을 꺼내옵니다. 

 

위와 같이 대답 = 첫 번째 숫자 + 두 번째 숫자가 되도록 구성하여 줍니다. 

 

대답이 정답일 때와 정답이 아닐 때를 구분하기 위해 흐름의 를 

드래그하여 끼워줍니다. 



 

위와 같이 구성하여 마무리합니다. 

정답을 말하면 딩동댕! 정답입니다! 라고 말하며, 오답을 말하면 땡! 틀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답일 때 화면 



 

오답일 때 화면 

  



Chapter 4 달리기 경주 게임 만들기 

강아지와 고양이가 달리기 경주 시합을 합니다. 

 

ㅁ 배경과 오브젝트 구성하기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눌러 배경과 강아지 고양이를 불러오겠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들판을 클릭하여 적용하기 눌러줍니다. 

 

불러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고양이는 위와 같이 수정해줍니다. 

x는 -190 y는 50 크기 60으로 설정해줍니다. 

 

강아지는 위와 같이 수정해줍니다. 

x는 -190 y는 -50 크기 60으로 설정해줍니다. 

 

위치 설정과 크기 설정이 되었습니다. 



 

심판을 봐줄 엔트리 봇도 불러옵니다. 

 

엔트리 봇은 위와 같이 설정해줍니다. 



 

달리기 시합의 배경 구성하기가 완료되었습니다. 

  



ㅁ 시작 설정하기 

심판을 봐주는 엔트리 봇이 초읽기를 하고, 출발 신호를 주고, 그 신호를 강아지와 고양이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초마다 3 2 1 출발을 외치도록 합니다. 

 

속성의 신호에 신호 추가를 눌러줍니다. 

 

출발이라는 신호를 만들어줍니다. 



 

블록 영역의 시작에 있는 를 드래그하여 꺼내옵니다. 

초읽기를 다 세면 출발 신호를 보내도록 합니다.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출발 신호를 받았을 때를 꺼내줍니다. 

  



ㅁ 앞으로 달리기하기 

버튼을 누르면 x좌표가 바뀌면서 앞으로 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강아지를 클릭하여 블록을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신호를 받으면 계속 반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a키가 눌러지면 앞으로 가도록 구성해줍니다. 



 

a키를 누를 때마다 x좌표가 2씩 바뀌고 다음 모양으로 바뀝니다. 

 

달리는 동작과 어울리지 않은 강아지 1번의 모양을 삭제해줍니다. 

블록 구성을 위와 같이하 면 a를 꾹 누르면 앞으로 쭉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a의 눌림이 해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참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라는 블록을 꺼내옵니다. 

 

그리고 ‘참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꺼내옵니다. 



 

‘a 키가 눌러져 있는가?’도 꺼내와서 끼워줍니다. 

그럼 a키가 눌러져 있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블록이 완성되었습니다. 

a키가 눌러지고 앞으로 간 후 다시 a키의 눌림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a키의 눌림이 해제되어야 a를 누를 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완성된 블록을 위와 같이 끼워줍니다. 

시작하기를 누르고 A를 눌러서 앞으로 이동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엔트리 봇이 출발이라는 말을 한 후에 A를 누르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를 우클릭한 후 코드 복사를 눌러 블록을 복사해둡니다.  

 

이제 고양이를 클릭하여줍니다. 

 

스크립트 영역의 빈 곳에 우클릭하여 붙여넣기를 눌러줍니다. 

복사된 블록을 위와 같이 수정해줍니다. 



 

L을 누르면 고양이가 앞으로 달려갑니다. 

 

달리기 동장인 2와 3을 제외한 모양들을 삭제해줍니다. 



 

모양 설정도 완료되었습니다. 

 

시작하기를 눌러 정상작동 하는지 확인해봅니다. 

A를 누르면 강아지가 달리고, L을 누르면 고양이가 달립니다. 



ㅁ 달리기 경주 완성하기 

고양이와 강아지가 앞으로 달리는 것까지 만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누가 먼저 엔트리 봇까지 달렸는지 확인하고, 승자를 말하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승자를 알려줄 엔트리 봇을 클릭하여줍니다. 

 

블록 영역의 계산에 있는 를 드래그하여 꺼내옵니다. 

오브젝트들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 블록이므로 현재 고양이와 강아지가 얼마나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좌표가 엔트리 봇이 있는 180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고양이가 180까지 도착하면 ‘고양이가 이겼어!’라고 말하고, 모든 코드가 멈춥니다.  

 

고양이의 x좌표가 180이 되면 엔트리 봇이 ‘고양이가 이겼어!’라고 말하며 게임을 중지시킵니다. 



 

블록을 복사한 뒤 강아지 동작도 만들어줍니다. 

달리기 경주 게임이 완성되었습니다. 

  



Chapter 5 자동차 운전 게임 만들기 

미로에서 요리조리 운전하며 곰 인형을 전부 모으면 끝나는 게임을  

만들어보겠습니다. 

 

ㅁ 배경과 오브젝트 구성하기 

자동차와 곰 인형, 미로를 꺼내오겠습니다. 

 

장면 영역의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눌러줍니다. 



 

먼저 자동차를 꺼내옵니다. 

탈 것의 땅에 있는 빨간 자동차를 클릭하여줍니다. 

 



배경이 될 미로를 꺼내옵니다. 

배경의 기타에 있는 미로(4)를 클릭하여줍니다. 

 

목표가 될 곰 인형을 꺼내옵니다. 

물건의 기타에 있는 곰 인형을 클릭하여줍니다. 

 

장면에 다 꺼내었습니다. 

이제 곰 인형과 자동차의 초기 설정을 하겠습니다. 



 

곰 인형의 x는 -210 y 는 -90 크기는 30으로 수정합니다. 

 

자동차의 x는 -200 y는 100 크기는 30방향은 90 으로 수정합니다. 

 

자동차를 위에서 바라보게 하려면 두 번째 그림을 클릭하여 줍니다. 

기본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ㅁ 자동차 움직이기 

자동차가 w a s d 를 누름에 따라 움직이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를 클릭하고 위의 블록들을 구성해줍니다. 

 

w를 누르면 앞으로 가게 하려면 

‘w키가 눌러진다면’을 구성해줍니다. 

 

w가 눌러지면 이동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도록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s키가 눌러지면 뒤로 가도록 구성하여줍니다. 

 

시작하기를 눌러 앞뒤로 움직이는지 확인해봅니다. 

w를 누르면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고, s 를 누르면 뒤로 물러납니다. 



 

a가 눌러지면 -2만큼 회전하여 왼쪽으로 돌게 하고, 

d가 눌러지면 2만큼 회전하여 오른쪽으로 돌게 합니다. 

 

미로에 닿았으면 게임이 끝나게 하도록 블록 영역의 판단에 있는 

를 드래그하여 꺼내옵니다. 



그 후, ‘미로에 닿았는가?’로 수정하고 에 끼워줍니다. 

 

벽에 닿으면 ‘벽에 닿았어!’를 외치고, 게임을 중지시킵니다. 

 

자동차의 블록을 위와 같이 구성해줍니다. 



 

시작하기를 눌러 확인해보겠습니다. 

wasd로 자동차를 제어하고, 벽에 닿으면 ‘벽에 닿았어!’라고 말하면서 게임이 멈춥니다. 

  



ㅁ 곰 인형 설정하기 

곰 인형이 자동차에 닿으면, 다음 위치로 이동하고, 

마지막 위치에서 자동차와 닿으면 게임이 종료되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인 -210,-90에 곰 인형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가 그쪽으로 가서, 곰 인형과 닿으면, 곰 인형은 사라졌다가 

-150,105 위치로 이동한 후 보여집니다. 

또 자동차가 그곳으로 이동하여 닿으면, 사라졌다가 210,-90으로 이동한 후 보입니다. 

자동차가 와서 닿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첫 번째 위치는 오브젝트에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위치는 설정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자동차와 닿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버그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와 닿으면 곰 인형을 숨깁니다. 

그 후 두 번째 위치로 이동시켜주고 다시 보이도록 합니다. 

 

두 번째에서도 역시 자동차와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동차와 닿으면 곰 인형을 숨깁니다. 

세 번째 위치로 이동시켜주고 보이도록 합니다. 



 

마지막 위치에서 닿으면, 곰 인형이 ‘도착!’이라고 말하며 게임이 끝납니다. 

  



ㅁ 자동차 운전 게임 완성하기 

이제 타이머를 제어서 곰 인형에 모두 닿으면 플레이한 시간을 알려주겠습니다. 

또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게임이 초기화 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블록 영역의 계산에 있는 를 드래그하여 꺼내옵니다. 

초시계는 시작한 순간부터 흘러간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고 얼마나 빨리 클리어했는지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초시계가 장면에 보이면 화면을 가릴 수 있으므로, 초시계 숨기기도 끼워줍니다. 



 

게임이 끝날 때 몇 초 만에 도착했는지 말하도록 수정하고 게임을 멈춥니다. 



 

자동차에는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블록이 처음부터 실행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동차 운전 게임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22.369초 만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더 많은 엔트리 자료는 메카솔루션 공식 블로그 메카솔루션 오픈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카솔루션 오픈랩 : 메카솔루션 오픈랩 : https://blog.naver.com/roboholic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