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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amiBlock 설치하기 

1)  카미봇 홈페이지에서 (www.kamibot.com) “KamiBlock” 설치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2)  “KamiBlock_setup.exe” 파일을 실행합니다. 

3)  프로그램 설치 위치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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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만듭니다. 

4)  시작 메뉴 폴더를 선택합니다. 

1. KamiBlock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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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치가 진행됩니다. 

6)  설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1. KamiBlock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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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Genuino USB Driver를 설치합니다. 

8)  Arduino USB Driver를 설치합니다. 

10)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1. KamiBlock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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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amibot 설치하기 

1)  카미봇에 USB 케이블을 꽂아 컴퓨터에 연결한 후, 전원을 켭니다. 

2)  카미봇의 전원이 켜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3)  카미봇 전원이 켜지면 컴퓨터 작업표시줄에 장치드라이버 설치창이 나타납니다. 

4)  클릭하면 장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설치가 진행됩니다.  

5)  장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USB Serial Port (com00) 번호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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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치가 완료되면 카미봇이 재부팅 됩니다. 

7)  컴퓨터 → 시스템속성 → 장치관리자에 들어가서 설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8)  포트 (COM & LPT) → USB Serial Port (com00)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2. Kamibot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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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amibot 설치가 실패했을 때 

1)  설치가 실패하면, 장지 드라이버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창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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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터 → 시스템속성 → 장치관리자에 들어갑니다. 



4)  드라이버 →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3)  실패된 장치 드라이버를 더블클릭하여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3. Kamibot 설치가 실패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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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Program Files￦KamiBlock￦Arduino￦drivers 폴더 위치를 지정합니다. 

5)  컴퓨터에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찾아보기를 선택합니다. 

3. Kamibot 설치가 실패했을 때 

11 



8)  설치 실패라고 뜨면, 위의 과정을 한번 더 합니다. 

7)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3. Kamibot 설치가 실패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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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KamiBlock 시작하기 

스프라이트, 배경 등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무대 : 1 

무대 위에 놓여질 스프라이트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입니다. 스프라이트 목록 : 3 

이야기의 배경이 될 무대를 직접 그리고 꾸밀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대 디자인 : 2 

스프라이트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블록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블록 영역 : 4 

                          가운데에 보이는 다양한 블록들을 쌓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스프라이트를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영역 : 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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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Kamibot 연결하기 

1)  카미봇에 USB 케이블을 꽂아 컴퓨터에 연결한 후, 전원을 켭니다. 

2)  연결 → “com00 (아두이노 호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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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이 되면 카미봇이 재부팅 됩니다. 



4-3. Kamibot 일반 모드 

1)  보드 (Kamibot) → “Kamibot”은 일반적으로 움직일 때 선택합니다. 

2)  스크립트 로봇 영역의 블록을 이용해 카미봇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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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amibot 프로그램 
 
     아두이노 모드 사용할 때 쓰는 블록입니다. 

4-4. Kamibot 일반 모드 블록 

2)  앞으로 속도 
 
     설정된 속도로 앞으로 움직입니다. (속도는 0~255 범위에서 설정됩니다.) 

3)  왼쪽으로 속도 
 
     설정된 속도로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속도는 0~255 범위에서 설정됩니다.) 

4)  오른쪽으로 속도 
 
     설정된 속도로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속도는 0~255 범위에서 설정됩니다.) 

5)  뒤로 속도 
 
     설정된 속도로 뒤로 움직입니다. (속도는 0~255 범위에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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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앞으로 속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모터 속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앞으로 움직입니다. 

4-4. Kamibot 일반 모드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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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지 
 
     동작을 멈추게 합니다. 

7)  뒤로  속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모터 속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뒤로 움직입니다. 

9)  RGB LED 설정 
 
      LED 색을 설정합니다. (빨강, 분홍, 파랑, 하늘, 초록, 노랑, 하양, 검정) 



4-4. Kamibot 일반 모드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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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보 설정 
 
     서보모터 각도를 설정합니다. (각도는 0~180도 범위에서 설정됩니다.) 

11)  초음파 센서 
 
     장애물과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2~100cm 범위에서 측정됩니다.) 

12)  적외선 센서 
 
         5개의 적외선 센서가 흰색과 검은색을 구분합니다. 
 
        (흰색 일 때 값이 0, 검은색 일 때 값이 1 입니다.)  



4-5. MapBoard 모드 

1)  보드 (Kamibot) →  “KamiBot (MapBoard)”는 맵보드 위에서 움직일 때 선택합니다. 

2)  스크립트 로봇 영역의 블록이 KamiBot 모드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맵보드 위의 검은 선 교차점에 카미봇을 놓고 블록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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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MapBoard 모드 블록 

1)  앞으로 블록 
 
      맵보드 위에서 정해진 블록만큼 앞으로 움직입니다.    

2)  왼쪽으로 돌기 
 
      왼쪽으로 90도 만큼 방향 전환합니다. 

3)  오른쪽으로 돌기 
 
      오른쪽으로 90도 만큼 방향 전환합니다. 

4)  뒤로 돌기 
 
      180도 회전하여 뒤로 방향 전환합니다.    

맵보드 위의 검은 선 교차점에 카미봇을 놓고 블록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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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GB LED 켜기 

1)  빨간색    2)  분홍색    

3)  파란색    4)  하늘색    

5)  초록색    6)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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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표를 누르면 메뉴가 펼쳐집니다. 



5. RGB LED 켜기 

※ 예제 ※ 
 
무한반복과 1초 기다리기 제어를 주어 모든 색의 LED를 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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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블록 : 
- 클릭했을 때 
- 무한 반복하기 
- RGB LED 색 설정 
- 1초 기다리기 



6. 서보모터 회전하기 

5)  180도 회전   

※ 예제 ※ 
 
서보모터를 좌우로 반복시켜 움직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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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도 회전    

2)  45도 회전   3)  90도 회전 

4)  135도 회전   

화살표를 누르면 메뉴가 펼쳐집니다. 

사용한 블록 : 
- 클릭했을 때 
- 무한 반복하기 
- 서보 각도 설정 
- 1초 기다리기 



7. DC모터 움직이기 

1)  앞으로 가기 2)  왼쪽으로 회전 

3)  오른쪽으로 회전 4)  뒤로 가기 

속도는 0에서 255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0일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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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른쪽, 왼쪽 모터 속도를 다르게 앞으로 가기 

5)  오른쪽, 왼쪽 모터 속도를 다르게 앞으로 가기 



※ 예제 1 ※ 
 
카미봇을 움직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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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C모터 움직이기 

※ 예제 2 ※ 
 
카미봇을 움직여보세요. 

사용한 블록 : 
- 클릭했을 때 
- 앞으로 속도 
- 기다리기 
- 뒤로 속도 
- 기다리기 
- 오른쪽으로 속도 
- 기다리기 
- 왼쪽으로 속도 
- 기다리기 
- 정지 

사용한 블록 : 
- 클릭했을 때 
- 앞으로 속도 오른쪽, 왼쪽 
- 기다리기 
- 뒤로 속도 오른쪽, 왼쪽 
- 기다리기 
- 정지 



8. 초음파 센서 값 확인하기 

※ 예제 ※ 
 
앞으로 움직이다가 초음파 센서 값이 20이하가 되면 뒤로 움직이게 하세요.   

화면의 카미봇이 초음파 센서 값을 말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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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블록 : 
- 클릭했을 때 
- 무한 반복하기 
- 말하기 
- 만약 
- □ <  □ 
- 초음파 센서 
- 뒤로 속도 
- 앞으로 속도 
 



9. 적외선 센서 값 확인하기 

※ 예제 ※ 
 
앞으로 움직이다가 2, 3, 4번 적외선이 검은 선과 닿았을 때 멈추세요.  

화면의 카미봇이 적외선 값에 따라 흰색, 검은색을 말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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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블록 : 
- 클릭했을 때 
- 무한 반복하기 
- 만약 라면 
- □ =  □ 
- 그리고 
- 적외선 센서 
- 앞으로 속도 
- 정지 



10. MapBoard에서 움직이기 

맵보드 위의 카미봇이 보물상자를 찾아갈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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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미봇을 검은 라인이 만나는 교차점 위에 올려주세요. 



※ 예제 ※ 
 
다음과 같은 경로로 카미봇이 보물상자를 찾아갈 수 있게 하세요. 

10. MapBoard에서 움직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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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두이노 모드 

아두이노 모드는 텍스트 (C++) 코딩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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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모드에서 업로드해서 카미봇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1)  코딩된 블록 상단에                               블록을 올려줍니다.    

2)  편집 → “아두이노 모드”를 선택합니다.    

3)  코딩된 블록 프로그래밍을 “아두이노에 업로드”버튼으로 카미봇에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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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두이노 모드 

카미봇의 LED가 깜빡거리도록 프로그래밍 합니다. 

4)  글자가 올라가면서 로딩이 됩니다. 

5)  “upload success” 뜨면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5)  카미봇 의 USB 케이브을 해제한 후, 전원을 다시 
켜면 PC에서 업로드 된 프로그래밍 대로 카미봇
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 아두이노 모드 

7)  카미봇을 프로그래밍 하기 전으로 돌아가려면, PC에 연결한 후 KamiBlock과 연결해 주세요.  

8)  시리얼 포트 연결됨 → “기본 펌웨어 설치”로 다시 스크래치 모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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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펌웨어 설치가 되면 프로그래밍 하기 전의 카미봇으로 돌아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