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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개발 배경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디자인 기반 학습 전략을 적용한 창의적 컴퓨팅에 대한 소개 자료이

다. 60분 수업으로 20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정에는 계획, 핸드아웃, 프로젝트, 동영상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창의적 컴퓨팅(Creative computing)이란?

창의적 컴퓨팅은 컴퓨터 과학과 관련 영역에서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창의적 

컴퓨팅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의 가치를 이해시키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

성되었다. 이는 창의성과 상상력 그리고 흥미를 유발하여 컴퓨팅을 자신의 실생활과 연계된 산출물

을 개발하도록 도와준다.  

창의적 컴퓨팅은 컴퓨팅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어린 학생들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생산자나 사고 

과정을 표현하는 디자이너보다는 소비자로서 컴퓨터를 사용한다. 창의적 컴퓨팅은 생산자 측면에서 

어린 학생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즐기는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멀티미디어와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과 실습을 강조한다.   

학생들은 프로그래머나 컴퓨터 과학자와 같은 경력보다 일상에서 접하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결과물을 만들고 창조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창의적 컴퓨팅은 학습자로 하여금 컴퓨

터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1)을 하도록 도와주어 다양한 환경과 학문에 걸쳐 그들의 삶에 

모든 측면에서 컴퓨터에 관한 개념, 컴퓨터적 실습, 컴퓨터적 관점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

도록 돕는다.  

이 책의 다양한 활동들은 컴퓨터적 사고에 관한 개념(순서, 반복, 병렬, 이벤트, 조건, 오퍼레이터, 

데이터), 실습(증가 및 반복적으로 작업하기, 테스트 및 디버깅, 재사용 및 재가공, 추상화와 모듈

화), 관점(표현하기, 연결하기, 질문하기)을 탐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디자인 기반 학습 이란?

디자인 기반 학습은 디자인하기(무언가를 이용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 개별화

하기(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연관 있는 것을 창조하는 것), 협동하기(창조물을 다른 사람과 함께 만

드는 것), 되돌아보기(창조적인 산출물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를 강조하는 학습법이

다. 따라서 디자인 기반 학습은 특히 창의적 컴퓨팅에 매우 적합하며, 이 책에 기술된 각각의 세션

을 디자인하기 위한 기본형태가 된다.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책은 스크래치를 가르치는 교사를 위한 책으로 학생들이 스크래치로 컴퓨터적 사고를 활용하여 

산출물을 개발하도록 도와준다. 스크래치는 이미 폭넓은 상황에서 많은 교육자들이 사용하고 있으

1) 역자 주. 카네기 멜론 대학의 Wing교수가 주장한 것으로, 컴퓨터의 원리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사

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알고리즘적으로 생각하기, 순차적으로 생각하기, 반복적으로 생각하기 등의 방법이 있다. 국내에서는 

정보적문제해결력, 컴퓨터적 사고 등으로 번역된다.



며, 이 책은 주제와 학년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중립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에서는 교사들이 책의 활동들을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활용하기를 기대하며, 이 책의 향후 

지속적인 개발을 공유하기 위해 몇 가지 성공적인 교수‧학습 사례를 출판할 계획이다. 

이 책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환경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 환경이 필요하다.

 ․ 스피커가 있는 컴퓨터(선택사항으로, 마이크와 웹캠) : 컴퓨터 기반 디자인 활동을 위해

 ․ 스피커가 있는 프로젝터나 상호작용 화이트보드: 실험과 작업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 네트워크 연결: 스크래치와 ScratchEd 커뮤니티와의 연계

 ․ 디자인 공책(공책이나 디지털도구): 아이디어와 계획의 문서화, 스케치, 브레인스토밍을 위해

이 책의 사용 조건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CL, http://creativecommons.org)를 준수한다. 즉, 여러분

이 이 작업에 기여하고 싶다면 이 책자를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하고 변형하고 공유하는 것을 허락

한다. 또한 이차적인 작업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접근을 허락해야 한다.

We are releasing this guide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license, which 
means that you are completely free to use, change, and share this work, as long as you provide 
appropriate attribution and give others similar access to any derivative works.

이 책에 포함된 활동들을 재조합하고 새로운 활동을 디자인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의 작업을 통해 배운 것들, 만든 문서, 경험들을 ScratchEd 커뮤니티

(http://scratched.media.mit.edu)에 공유하길 바란다.

Feel free to design new activities and to remix the included activities. Of course, we’d love to 
learn about what you’re doing, so we encourage you to document and share your experiences 
with us and with other educators via the ScratchEd community at http://scratched.media.mit.edu
 

이 문서는 누가 만들었나?
 
이 책은 Karen Brennan이 Michelle Chung과 Jeff Hawson의 도움으로 저술하였고, Stephanie 

Gayle가 리뷰와 피드백을 해주었다.

이 책자의 내용은 스크래치 교육자 워크샵의 4년, 특히 2009-2011의 구글 지원 창의적 컴퓨팅 워

크샵(공동 주관자 Mitchel Resnick 교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NSF 지원 ScratchEd의 워

크샵 및 미팅에서 비롯되었다.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수고해준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 수천의 훌륭한 워크샵 참가자들과 

ScratchEd 온라인 컴뮤니티 멤버들, ScratchEd의 친구들과 멤버들, Scratch 팀에게 감사드린다.

 
한국에서의 스크래치 활동과 문서의 번역은 누가했나?
 
이 책자는 경인교육대학교 미래인재연구소팀(소장 한선관 교수)이 2011년 11월 MIT 미디어랩을 방

문하여 Mitchel Resnick 교수와 Karen Brennan 그리고 Michelle Chung과의 만남을 통하여 책의 



번역 작업이 시작되었다.

경인교육대학교 미래인재연구소팀은 매년 5월 스크래치데이 인 코리아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스

크래치를 활용한 영재교육 캠프와 게임중독학생들을 치료하기 위한 정보문화 행사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정규 정보교육과정에 창의적 컴퓨터 활용 교육을 통한 컴퓨터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

으로 현재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스크래치를 활용하고 있으며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이 책을 번역하기 위해 주간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야간에 번역의 정열을 쏟아준 미래인재연구소팀

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연구소를 믿고 협력작업을 지원해준 MIT 미디어랩 Mitchel Resnick 교

수와 연구소 멤버들에게도 감사 드린다.



주제 설명 세션 수

소개
학생들은 샘플 프로젝트와 실제 조작을 통해 창의적 컴퓨

팅과 스크래치를 소개받는다. 
2

예술

학생들은 음악, 디자인, 그리기, 댄스의 요소가 포함된 프로

젝트를 만듦으로써 아트 영역을 탐색하게 된다.

절차와 반복과 같은 컴퓨터 개념과 반복과 증분이 있는 컴

퓨터 실습이 강조된다.   

3

스토리

학생들은 캐릭터들과 장면들, 이야기를 포함한 프로젝트를 

만듦으로써 스토리텔링을 탐색한다.

이벤트와 병렬처리와 같은 컴퓨터 개념과 재조합 및 재사

용과 같은 컴퓨터 실습이 강조된다.

3

게임

학생들은 목표와 규칙을 정의한 프로젝트를 만듦으로써 게

임 제작 원리를 탐구한다.

조건들과 연산, 데이터들과 같은 컴퓨터 개념과 테스팅과 

디버깅과 같은 컴퓨터 실습이 강조된다.

4

최종 프로젝트

학생들은 더 나은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협력

하고 프로젝트 작업을 정의함으로써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그 과정과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추상화와 모듈화같은 컴퓨터 실습이 강조된다.

8

구성
 
이 책에는 학생들이 다양한 장르의 창의적 표현 형태를 탐험하도록 이끄는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

고 20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의 개념을 형성하고 실습을 함으로써 컴퓨터적 사고를 친밀

하고 유창하게 발전시키게 된다.  

 

 



주제 세션번호 활동

소개

1

계획하기: 창의적 컴퓨팅이란?

계획하기: 컴퓨터적 디자인 과정 정의하기

탐색하기: 놀랄만한 일

되돌아보기: 우리가 발견한 것들

2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제작하기: 나에 대하여

되돌아보기: 나의 디자인 과정

아트

3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연결하기: 내가 좋아하는 노래

탐색하기: 댄스 프로그래밍 하기

되돌아보기: 스텝 바이 스텝

4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제작하기: 댄스 파티

되돌아보기: 넌 그걸 어떻게 했니?

5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예술)

스토리

6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연결하기: 여섯 단어 이야기

탐색하기: 스크립트 실행하기

되돌아보기: 지금 모두 함께

7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연결하기: 창조물 구성

제작하기: Pass-it-on

8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스토리)

게임

9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탐색하기: 디버깅하기

되돌아보기: 디버깅 전략 비교하기

10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연결하기: 게임 브레인스토밍

제작하기: 놀랄만한 미로 만들기

11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제작하기: 미로 확장

되돌아보기: 내가 발견한 것

12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일차별 교육일정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게임)

마지막 

프로젝트

13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계획하기: 마지막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

14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탐색하기: 특별한 관심 그룹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

15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

16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탐색하기: 비평 그룹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

17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

18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

계획: 마지막 프로젝트를 돌아보기 위한 준비

19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

20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되돌아보기: 축하하기 및 마지막 프로젝트 복습하기

 
 
각 세션 계획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  세션 설명 : 세션 활동에 대한 간단한 요약

·  목표 : 세션 활동을 하는 동안 학생들의 지적, 행동적, 정서적 목표를 표현한 목록

·  세션 활동 요약 : 세션에 대한 개요

·  교육매체 : 세션 자원들에 대한 목록(필수 요소와 선택 요소)

·  세션 설명 : 시간 및 학생, 교사의 행동이 포함된 세션에 대한 상세한 설명

 o  각 세션 설명은 반성적 설계 노트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학생들이 도착하는 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  세션 설명의 나머지 부분은 계획하기, 연결하기, 탐색하기, 제작하기, 되돌아보기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유의점 : 각 세션 계획은 몇 가지 되돌아보는 과정으로 끝을 맺는데, 여기에는 학습자들이 공통

으로 겪는 혼란, 접근 방법 설명, 또는 대안적 전략의 제안에 대한 몇 가지 생각할 만한 유의점

이 제공된다.

 



개념 설명

시퀀스 과제를 위한 일련의 단계를 정의하는 것

반복 같은 시퀀스를 몇 번이고 실행하는 것

병렬처리 동시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

이벤트 이것을 통해 다른 것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

조건 조건에 따라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

연산 수학적, 논리적 표현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

데이터 값을 저장, 검색, 수정하는 것

실습 설명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하기
조금 개발하고 시도해 보고, 다시 발전시켜서 개발하기

테스팅과 디버깅 확실하게 만들고 실수를 찾아내어 고치기

재사용과 재조합 내가 이미 만든 것이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이용하여 만들기

추상화와 모듈화 작은 부분들의 집합들을 같이 묶어서 더 큰 무언가를 만드는 것

관점 설명

표현하기
컴퓨터적 계산이 창조의 매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나는 창조할 수 있다.”

연결하기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창조의 힘을 인식하는 것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

질문하기

세상의 의문점에 대해 질문할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것

“나는 세상(의 컴퓨터적인 일들)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컴퓨

터적 계산을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적 사고 연결

 
아래의 표들은 컴퓨터적 사고의 구조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정의가 요약되어 있다.

컴퓨터적 개념

  
컴퓨터적 실습

 
컴퓨터적 관점

  
비록 컴퓨터적 사고 개념, 실습, 관점들이 이 교육과정의 여러 활동들을 통해 이루어지겠지만, 좀 더 

명확하게 적용된 특별한 활동이 있는데, 아래의 표들은 컴퓨터 개념들과 실습이 어떤 활동에서 강조

되었는지 보여준다.

 

·  소개(I 표시)

·  논의 (D 표시)

·  탐색 (E 표시)



세

션
활동

시

퀀

스

반

복

병

렬

이

벤

트

조

건

연

산

데

이

터
1 계획하기: 창의적 컴퓨팅이란?        

계획하기: 컴퓨터적 디자인 과정 정의하기        

탐색하기: 놀랄만한 일        

되돌아보기: 우리가 발견한 것들        

2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제작하기: 나에 대하여        

되돌아보기: 나의 디자인 과정        

3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D       

연결하기: 내가 좋아하는 노래        

탐색하기: 댄스 프로그래밍 하기 I I      

되돌아보기: 스텝 바이 스텝 D D      

4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제작하기: 댄스 파티 E E      

되돌아보기: 넌 그걸 어떻게 했니? E E      

5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예술) E E      

6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연결하기: 여섯 단어 이야기        

탐색하기: 스크립트 실행하기   I I    

되돌아보기: 지금 모두 함께   D D    

7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연결하기: 창조물 구성        

제작하기: Pass-it-on E E E E    

8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스토리) E E E E    

9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탐색하기: 디버깅하기     I I  

되돌아보기: 디버깅 전략 비교하기     D D  

10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연결하기: 게임 브레인스토밍        

제작하기: 놀랄만한 미로 만들기     D D  

11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제작하기: 미로 확장 E E E E E E I/E

되돌아보기: 내가 발견한 것     D D D

12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D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게임) E E E E E E E

13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계획하기: 마지막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        

14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탐색하기: 특별한 관심 그룹 D D D D D D D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 E E E E E E E

15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 E E E E E E E

컴퓨터적 개념들

 



16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탐색하기: 비평 그룹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 E E E E E E E

17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 E E E E E E E

18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 E E E E E E E

계획: 마지막 프로젝트를 돌아보기 위한 준비        

19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 E E E E E E E

20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되돌아보기: 축하하기 및 마지막 프로젝트 복습하기        

세션 활동

반복과 

점진적

인 작업

재사용

및

재조합

테스팅 

및 

디버깅

추상화 

및 

모듈화

1 계획하기: 창의적 컴퓨팅이란?     

계획하기: 컴퓨터적 디자인 과정 정의하기 I I I I

탐색하기: 놀랄만한 일 E    

되돌아보기: 우리가 발견한 것들 D    
2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제작하기: 나에 대하여 E    

되돌아보기: 나의 디자인 과정 D    
3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연결하기: 내가 좋아하는 노래     

탐색하기: 댄스 프로그래밍 하기 E    

되돌아보기: 스텝 바이 스텝 D    
4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D  

제작하기: 댄스 파티 E    

되돌아보기: 넌 그걸 어떻게 했니? D    
5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예술)     
6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D  

연결하기: 여섯 단어 이야기     

탐색하기: 스크립트 실행하기     

되돌아보기: 지금 모두 함께     
7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D   

연결하기: 창조물 구성  E   

제작하기: Pass-it-on  E   
8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스토리) E E   
9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D  

탐색하기: 디버깅하기   E  

되돌아보기: 디버깅 전략 비교하기   E  
10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연결하기: 게임 브레인스토밍     

 
컴퓨터적 실습
 



제작하기: 놀랄만한 미로 만들기 E E E  
11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D   

제작하기: 미로 확장 E E E E

되돌아보기: 내가 발견한 것     
12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D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게임) E E E E
13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D   

계획하기: 마지막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    E

14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D

탐색하기: 특별한 관심 그룹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 E E E E
15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D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 E E E E
16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D

탐색하기: 비평 그룹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 E E E E
17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D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 E E E E
18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D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 E E E E

계획: 마지막 프로젝트를 돌아보기 위한 준비     
19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D

제작하기: 확장하여 구상하기 E E E E
20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되돌아보기: 축하하기 및 마지막 프로젝트 복습하기     
 

컴퓨터적 관점
컴퓨터적 관점은 이 커리큘럼에서는 명확하게 표기되지 못했다. 그러나 토론 질문들과 여러 간행물

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개되고 탐색될 수 있다.

 

평가
 
평가에 대한 접근은 학생들이 자신의 제작물과 제작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기회들을 제공하여 

과정 중심의 평가가 되도록 한다. 과정 중심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다양한 전략을 가

지고 수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폼들이 제공된다.

 

·  학생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대해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주고 이것을 글이나 비디오, 오디오

로 녹음한다(세션 13의 프로젝트 플래너 핸드아웃에 있는 것이나 세션 16의 프로젝트 비평 핸드

아웃, 세션 18의 되돌아보기 핸드아웃).

·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평가한다.

·  디자인 일지를 보존한다.

 
평가는 학생들이 아는 것과 여전히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평가는 제작자들, 그들의 동료, 교사, 부모 등 다양한 참가자들에 의해 수반될 수 있다.



기준들
 
이 세션들과 활동들은 몇 가지 다른 K-12 커리큘럼 기준들과 연결할 수 있다. 

 

·  CSTA K-12 Computer Science Standards 2011
    http://csta.acm.org/includes/Other/CSTAStandardsReview2011.pdf

o  Computational thinking – 알고리즘(Levels 1A, 1B, 2)

o  Computational thinking – 문제해결력 (Levels 1A, 1B, 2)

o  Computational thinking – 추상화 (Levels 1B, 2)

o  Computational thinking – 연결 (Levels 1B, 2)

o  Collaboration – 도구 (Levels 1A, 1B, 2)

o  Collaboration – 시도 (Levels 1A, 1B, 2, 3A)

o  Practice and programming – 학습 (Levels 1A, 1B, 2)

o  Practice and programming – 제작을 위한 툴 (Levels 1A, 1B, 2)

o  Practice and programming – 프로그래밍 (Levels 1A, 1B, 2, 3A)

o  Practice and programming – 평생교육 (Levels 1A, 1B, 2)

o  Community, Global, and Ethical Impacts – 책임있는 사용 (Levels 1A – 3B)

 

·  ISTE NETS Student Standards 2007
     http://www.iste.org/standards/nets-for-students/nets-student-standards-2007.aspx

o  Creativity and Innovation – 학생들은 창의적 사고를 실험하고 지식을 구성하며, 혁신적인 산

출물을 개발하고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학생들은:

   - 기존 지식을 새로운 아이디어와 산출물, 과정을 일으키는 데 적용한다. 

   - 개인적 또는 그룹의 표현의 의미로써 독창적인 작업을 만든다.

o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 학생들은 개인적인 학습과 다른 학생의 학습에 기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거리를 포함하여, 협력적으로 작업하고 교류하는 디지털 매체와 환경을 사

용한다.

   - 다양한 디지털 환경과 매체를 사용하여 동료, 전문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협력 및 출 

      판하기

   - 다양한 청중을 위해 다양한 미디어와 포맷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아이디어와 정보를 교류

      하기 

   - 문제해결 및 독창적인 작업을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 팀에 기여하기

o  Research and Information Fluency – 학생들은 정보를 모으고, 이용하고, 평가하기

   학생들은 : 

   - 탐구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전략들을 계획한다.

   - 다양한 자원과 미디어로부터 위치를 정하고, 조직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윤리적으로 정보

     를 이용하기

   - 특별한 작업을 위해 적절한 디지털 툴 및 정보의 공급원을 선택하고 평가하기

o  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and Decision Making – 적절한 디지털 툴들과 자원들을 

사용하여 정형화된 결정들을 만들기, 문제 해결하기, 프로젝트 관리하기, 연구 수행하고 계획하



기 위해 학생들을 비판적 사고를 사용한다. 

   학생들은 : 

   - 조사를 위한 의미 있는 질문들과 근거 있는 문제들을 정의하고 확인한다.

   - 프로젝트를 완성하거나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관리한다.

   - 정형화된 결정을 만들거나 해결책을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한다. 

   -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과 여러 단계의 과정을 사용한다.

o  Digital Citizenship – 학생들은 윤리적 행동과 실행법, 기술과 연결된 사람, 문화, 사회적 이슈

를 이해한다.

   학생들은 : 

   - 정보와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실습하고 옹호한다.

   - 협력, 학습, 생산을 지원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 평생 학습을 위한 개인적인 책임감을 실험한다.

o  Technology Operations and Concepts – 학생들은 기술적 개념들, 시스템들, 운영들에 대한 

사운드 이해를 조작한다.

   학생들은 : 

   - 기술 시스템들을 이해하고 사용한다.

   -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사용한다.

   - 고장 수리 시스템들과 응용프로그램들을 이해한다.

 



시간(분) 활  동

15

계획하기 : 창의적 컴퓨팅이란 무엇인가?

l 질문 

 ○ 여러분이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여러분은 컴퓨터로 창작하는 다양한 방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l 앞으로 이어질 수업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스크래치로 상호작용적인 컴퓨터를 활용한 미디

어를 만든다는 것을 설명한다.

l 스크래치 개요 비디오나 실제 시연을 통해 스크래치의 기본적인 예시를 보여준다.

 ○ 여러분은 프로젝트들을 레고 블록을 조립해서 실제 환경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처럼 블록

들을 서로 맞춰서 만들게 된다.

 ○ 8개의 카테고리에 100개가 넘는 블록들이 있다.

 ○ 작은 예제로 고양이가 춤추는 것을 만들어 보자.

 ○ ‘동작’ 블록에서 ‘10만큼 움직이기’블럭을 드래그해서 스크립트 영역에 넣어보자. 여러분이 

블록을 클릭할 때마다 고양이는 10만큼 움직이게 된다. 여러분은 숫자를 변화시켜 고양이가 

더 많이 가게 하거나 적게 가게 할 수 있다.

 ○ ‘사운드’블럭에서 ‘드럼연주하기’ 블록을 드래그한다. 블록을 클릭하여 드럼 소리를 듣는다. 

‘드럼연주하기’ 블록을 드래그해서 ‘이동’블럭 아래 붙인다. 이 두블럭을 클릭하게 되면, 고양

이는 움직이면서 드럼연주 소리를 들려줄 것이다.

 ○ 이 블록묶음을 복사하고(툴바의 복사 메뉴를 사용하거나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복사’ 하

Sessions

Session #1

  - 과정 소개

이번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의 예시 작품과, 조작적 경험을 탐구함으로써 컴퓨

터적 창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개한다.

  - 목표

 학생들은

  스크래치를 이용하여 컴퓨터적 창작의 개념을 이해한다.

  학생들 스스로가 스크래치 기반의 컴퓨터적 창작을 위한 가능성들을 상상할 수 있다.

  컴퓨터적 창작을 지원하는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다.

  - 과정 활동 요약

  스크래치 환경과 컴퓨터적 창작의 개념 소개

  스크래치 프로젝트 샘플 보기

  설계 과정 살펴보기

  스크래치 인터페이스 알아보기

  - 자원

  스크래치 소개 비디오(선택) http://vimeo.com/29457909
  디자인(구상)노트(가능하면 디지털)

  예시 작품 모음

  라이브러리 아이템 자원(스크래치 카드 등)

  - 과정 세부 소개



기) 이전 블록에 붙인다. ‘움직이기’블럭에 -10을 넣으면 고양이가 뒤로 움직인다. 이 4개의 

블록을 클릭할 때마다 고양이는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춤을 출 것이다.

 ○ ‘제어’ 메뉴로 가서 ‘반복’ 블록을 가져와서 위에서 만들어진 블록을 감싼다. 이제 블록을 

클릭하면, 고양이는 앞으로 뒤로 10번 춤을 춘다.

l 스크래치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가능한지 보여주고, 자신이 만들

고 싶고 맘에 드는 작품은 무엇인지 찾아보게 한다. 

15

계획하기 : 컴퓨터적 설계의 과정을 정의한다.

l 학생들에게 설계 활동을 하는 중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소개한다.

 ○ 설계노트,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계획들을 녹음하고, 설계노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용한

다.

 ○ 라이브러리 자원, 스크래치 카드 같은 자원에 접근하고, unstuck의 전략을 상기하기 위해 

사용한다.

 ○ 스크래치 웹사이트, 영감이나 도움을 주는 작품이나 스토리를 찾기 위해 사용한다.

10

탐색하기 : 놀랄만한 일

l 스크래치 조작 환경을 탐색할 시간을 10분 준다. “10분 동안 무엇인가 놀랄 만한 것을 만들

어 보세요.” 학생들은 서로 도와서 작업하고, 자신이 발견한 것을 공유한다.

20

되돌아보기 : 발견한 것

l 3-4명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발표하게 한다.

l 추가적으로, 발표 후에 몇 가지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 소리 블록의 사용법을 발견한 사람?

 ○ 장면을 바꾸는 방법을 발견한 사람?

 ○ 블록 도움말의 사용법을 발견한 사람?

  - 유의점

이번 수업의 중요한 목표는 두려움 없이 임하기, 탐색하기, 협업하기이다. 이는 학생들이 앞으로 모

든 것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며 누구나 함께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환

경을 만들어 준다.



시간(분) 활  동

5
되돌아보기 : 설계 노트의 질문에 답하기

l 그림이나 소리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40

제작하기 : 나에 대하여

l 클릭할 수 있는 스프라이트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는 프로젝트의 개념을 학

생들에게 소개하기

l 추가적으로 ‘나에 대하여’ 두 가지 다른 프로젝트를 보여줄 수 있다.

l 사용이 될 만한 블록이 안내되어 있는 ‘나에 대하여’ 학습지를 이용해서 35분 동안 프로젝트

를 만들도록 한다.

15

되돌아보기 : 나의 설계 과정

l ‘나에 대하여’ 작품을 공유한 2-3명 학생들의 작품을 보고 설계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

써 자신감을 가지도록 한다.

 ○ 제작을 하면서 얻은 너의 영감은 무엇인가?

 ○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 잘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잘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했는가?

 ○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 다음에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l 학생들에게 스크래치 웹사이트에 작품을 올리도록 하기(선택사항)

Session #2

  - 과정 소개

이번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상호작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스크래치를 활용한 기초 개발을 

한다.

  - 목표

    학생들은

스크래치 블록의 확장된 범위까지 익숙해진다.

학생들의 관심을 상호작용이 있는 디지털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

  - 과정 활동 요약

    설계 노트의 질문에 답하기

    나의 일대기 작품 만들기

    작품을 공유하고 토의하기

  - 자원

   ‘나에 대하여’ 유인물

   ‘나에 대하여’ 예시 작품(선택)

  - 과정 세부 소개

 

 - 유의점

예시 작품은 영감을 줌과 동시에 겁을 주는 것, 창의적인 공간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따라 해 보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넓은 범위에서 작품을 격려하도록 하라. - 가장 큰 것은 다양성이다.



시간(분) 활  동

5

되돌아보기 : 설계 노트의 질문에 답하기

l 여러분이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상황을 말해보시오. 이러한 명령은 무엇에 유용

합니까?

10

연결하기 :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l 학생들에게 다음 수업에서 음악, 설계, 그림그리기, 춤 등의 예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컴퓨

터를 활용한 창작을 할 것임을 알려주기

l 학생들이 모둠 안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공유하도록 한다.

20

탐구하기 : 춤추는 동작 프로그래밍하기

l 8명의 지원자 뽑기 – 명령을 내릴 4명과 명령을 받을 4명 - 4쌍 만들기

 ○ 명령을 받을 사람은 화면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하고 명령을 내릴 사람과 다른 사람들은 화

면을 본다.

 ○ (명령을 받을 사람을 제외한)명령을 내릴 사람과 다른 사람들은 동영상을 본다.

 ○ 명령을 내릴 사람은 그들의 짝에게 동영상에서 본 춤 동작의 순서를 오직 말로만 표현하도

록 한다.

25

되돌아보기 : 순서대로

l 재창조된 4가지 춤을 본 후 지원자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에 대해 토의한다.

 ○ 명령을 내린 사람들은 무엇이 쉽고 어려웠는가?

 ○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쉽고 어려웠는가?

 ○ 관찰하면서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 이 활동이 우리가 스크래치를 하는 것과 어떤 것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Session #3

  - 과정 소개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음악, 설계, 그림그리기, 춤을 통해 명령과 순서에 대한 개념을 알아본다.

  - 목표

    학생들은

간단한 명령을 나열함으로써 복잡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을 배운다.

  - 과정 활동 요약

    설계 노트의 질문에 답하기

    좋아하는 음악 공유하기

    간단한 음성 명령을 이용해 춤추는 동작의 순서 표현하기

  - 자원

    춤 동영상

    http://vimeo.com/28612347

    http://vimeo.com/28612585

    http://vimeo.com/28612800

    http://vimeo.com/28612970

  - 과정 세부 소개

  - 유의점

이번 수업의 두 가지 활동처럼 몇몇 과정은 컴퓨터 없이 활동한다. 컴퓨터 없이 하는 활동은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컴퓨터적 개념, 연습, 관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시간(분) 활  동

5

되돌아보기 : 설계 노트 질문에 답하기

l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전략을 생각해 보시

오.

40

제작하기 : 댄스 파티

l 재미있는 복장과 멋진 음악에 빠진 스프라이트가 있는 댄스파티 작품의 개념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기

l 클릭할 때 춤에 반응하는 다양하게 모양이 바뀌는 스프라이트를 추가해보면서 댄스파티를 

시작하는 방법 설명하기

 ○ 스프라이트와 스프라이트 모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언제 스프라이트를 사용할 것인가?

 ○ 언제 스프라이트 모양을 이용할 것인가?

l 학생들은 조금씩 코드를 추가하고 테스트해봄으로써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자신감을 갖게 하

라.

l ‘댄스 파티’ 학습지를 안내 자료로 주어 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기

15

되돌아보기 :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

l 댄스파티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하라.

  다른 친구들이 만들고 있는 작품을 구경할 수 있게 하기, 다른 친구들의 코드를 살피고, 친구

의 참신한 코드 구조를 질문하게 격려하기

l 작품을 스크래치 웹사이트에 올리도록 하라.(선택사항)

Session #4

  - 과정 소개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상호작용하는 댄스파티 작품을 디자인하면서 미술과 관련된 스크래치를 만든

다.

  - 목표

    학생들은

애니메이션과 음악이 결합된 스크래치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점진적 개발을 연습하고 이해한다.

  - 과정 활동 요약

    설계 노트의 질문에 답하기

    댄스 파티 작품 만들기

    만든 작품 공유하고 토의하기

  - 자원

    댄스파티 학습지

    댄스파티 예제 작품(선택사항)

  - 과정 세부 소개

  - 유의점

스프라이트와 스프라이트 모양을 다르게 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때 연극에

서 배우와 배우가 입는 옷이 다르다는 비유를 해주면 이해할 때 도움이 된다.



시간(분) 활   동

5
생각해보기 : 설계노트 질문

l 예술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해 봅시다. 어떠한 모양인가요?

55

제작하기 : 확장하여 구상하기

l 학생들에게 이 수업은 이전에 해봤던 프로젝트를 다시 해보거나 새로운 생각을 시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설명하기

l 학생들에게 아트스타터 학습지를 제공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작품 구상을 할 수 있게 도

와주기

 ○ 사각형, 원 : 오렌지색 사각형과 보라색 원을 포함함 프로젝트 만들기

 ○ 밴드 만들기 : 상호작용하는 악기를 만들기 위해 스프라이트와 소리가 쌍이 되게 하여 여러 

                  악기가 있는 음악그룹을 만들기

 ○ 자동적으로 그리기 : 저절로 그려지게 만들기

l 수업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자신들이 해 온 작업을 주변 친구들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기

l 학생들이 스크래치 웹사이트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올리게 하기(선택사항)

Session #5

  - 과정 소개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이미 만든 작품을 발전시키거나 미술 분야에서의 컴퓨터를 활용한 탐색

을 새롭게 시작해 본다.

  - 목표

   학생들은

  순서, 반복, 이벤트와 같은 컴퓨터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개발, 테스팅, 

디버깅, 재사용하기, 재조합하기, 추상화, 모듈화 등의 자기 주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연습한

다.

  - 과정 활동 요약

    설계 노트의 질문에 답하기

    스크래치 작품 만들기

  - 자원

    전 과정 프로젝트

    ‘아트 스타터’ 작품 학습지

    ‘아트 스타터’ 예시 작품(선택사항)

  - 과정 세부 소개

  - 유의점

이 수업을 통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찾아낼 수 있다.



시간(분) 활동

5

되돌아보기 : 설계노트 질문

l 지난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이 해결한 도전 과제는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이 여전히 알아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10

연결하기 : 여섯 단어 이야기

l 다음의 몇 과정은 이야기를 통해 컴퓨터적인 창작을 탐구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l 학생들이 스티커 노트에 그들의 일상 생활이나 삶에 대한 여섯 단어 이야기를 작문하도록 한

다. 여섯 단어 이야기 형식은 해밍웨이의 “For sale : baby shoes, never worn."에서 비롯

되었다. 교사 직접 작성한 이야기나 다른 사람이 만든 온라인의 이야기를 예시로 제시해 준

다.

l 교실의 잘 보이는 곳에 여섯 단어 이야기를 게시하여 활동 중에 볼 수 있도록 한다.

25

탐색하기 :  스크립트 수행하기

l 두 명의 지원자 뽑기

l 교사가 지시하여 두 명의 지원자는 스크래치 명령 체계나, 실질적 스크래치 블록 교구를 사용

하여 프로그래밍 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즉각적으로 수행한다. 지시사항은 동시에 여러 가

지가 발생하는 병렬,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다른 상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이벤트를 강조하

도록 한다.

 ○ 첫 번째 학생은 방을 가로지르기와 같은 어떠한 한 가지 일을 하게 한다.

 ○ 첫 번째 학생이 “재설정”을 하도록 한다.

 ○ 첫 번째 학생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도록 한다. (예 : 방을 가로질러 걸으며 말하기)

 ○ 두 번째 학생이 첫 번째 학생과는 관련 없는 별개의 ‘말하기’와 같은 과업 을 즉각적으로 수

    행하도록 한다.

 ○ 두 번째 학생이 ‘말하기’를 계속하는 대신에 첫 번째 학생에게 반응하는 상호의존적인 과업

    을 수행하도록 한다.

Session #6

  - 과정 소개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실제 활동과 이야기를 통해서 병렬과 이벤트의 개념을 탐구한다.

    

  - 목표

    학생들은

 병렬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스크래치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이벤트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스크래치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 과정 활동 요약

    설계 노트의 질문에 답하기

    여섯 단어 이야기 작성하기

    병렬과 이벤트로 구성된 액션 수행하기

  - 자원

    실제 스크래치 블록들(선택사항)

    스티커 노트

   

  - 과정 세부 소개



20

되돌아보기 : 모두 함께하기

l 다섯 개의 스크립트가 수행된 후에, 지지원자 학생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이 해본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볼 수 있도록 한다. :

  ○ 어떤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게 하는 서로 다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 스크래치에서 병렬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동작이 실행되는 서로 다른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 스크래치에서 이벤트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유의점

이 간단하고 즐거운 활동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를 탐구해 낼 수 있다. 우선, 재설정의 개

념은 스크래치 사용자들이 초보단계에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당신이 스크래치에서 모든 

것을 프로그램하고, 어떤 특정 방향 내에서의 특정한 지점에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전적으

로 이 시작단계에서 그것을 설정해야 한다. 두 번째, 스크래치 병렬에는 많은 레벨이 있다. 한 개의 

스프라이트는 한 번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스트라이

프들은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스트라이프 내에서나 스트라이프 전체에 걸쳐 

액션 조직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있다. 많은 초보자들이 녹색 깃발(시작버튼)과 같은 

중심 이벤트를 사용하고 블럭들이 타이밍을 통제하기를 기다린다. “방송하기”와 “~받을 때” 블록은 

여러기능에 사용할 수 있다.



시간(분) 활   동

5
되돌아보기 : 설계 노트 질문

l 재조합이란 무엇인가?

10

연결하기 : 창의적인 구조

l 학생들에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접힌 종이를 배부한다.

l 학생들이 종이에 나누어진 세 부분에 따로 따로 창작물을 그리도록 한다.

l 먼저 학생들이 창작물의 윗부분을 그리도록 1분을 준다.

l 그런 다음, 그림이 이어지는 부분만 약간 보이게 하고 윗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뒤로 접게 한

다.

l 윗부분을 보이지 않게 하여 창작물을 다른 학생에게 넘기도록 한다.

l 다음으로, 학생들이 앞의 머리 부분을 보지 않고 계속 이어 중간부분을 그리도록 1분을 준

다. 그런 후, 중간 부분을 끝만 조금 보이게 하여 접은 후 창작물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도록 

한다.

l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창작물의 아랫부분을 그리도록 1분을 준다. 창작물이 완성된 후 종이

를 펴서 협동 제작된 창작물을 확인하도록 한다.

45

제작하기 : Pass-it-on

l 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짝을 지어준다.

l 학생들에게 한 짝이 먼저 시작하여 다음 두 짝에게 확장과 다시 상상 될 수 있도록 넘겨주는 

스크래치 프로젝트 ‘패스-잇-온’의 개념을 소개한다. 

l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방법이든지-캐릭터, 영상물, 각본 등의 그들이 흥미를 느

끼는 무엇이든지-선택하여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l 한 차례가 올 때 마다, 각각의 짝을 이룬 학생들에게 10분씩의 프로젝트 수행 시간을 준다.

l 학생들이 자신들이 참여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 준

다.

l 학생들에게 스크래치 웹사이트에 제작한 프로젝트를 게시하도록 한다.(선택사항)

Session #7

  - 과정 소개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협력해서 이야기를 설계하면서 이야기 장르의 컴퓨터적 창작을 탐색하게 

된다.

  - 목표

    학생들은

 설계과정에서 재조합의 장점을 이해한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야기 스크래치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 과정 활동 요약

    설계 노트의 질문에 답하기

    창의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재조합을 통해 스크래치 이야기 작품을 협동하여 만들기

    작품을 공유하고 토의하기

  - 자원

    삼등분으로 접힌 약 8.5 × 11의 빈종이

    스케치할 물건

  - 과정 세부 소개

  - 유의점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유용한 기술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재사용과 재조합 

연습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시간(분) 활   동

5
되돌아보기 : 설계 노트 질문

l 다른 스크래치 작품을 만들어 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작업했었나요? 

55

제작하기 : 확장하여 구상하기

l 학생들에게 이 과정은 이전 과정에서 시작한 작품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작하는 

과정임을 설명하기

l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학생들에게 브레인스토밍 과정이 포함된 작품 유인물을 나눠

주기

 ○ 대화 : 두 명의 캐릭터가 서로 이야기 하게 하기. ‘말하기’와 ‘기다리기’ 블록을 이용해 대화

가 이어지게 만들기

 ○ 장면 : 다양한 장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방송하기’와 ‘방송받기’ 블록을 사용하기 

 ○ 슬라이드쇼 : 자신만의 슬라이드쇼 만들기-오디오 내레이션과 배경 이미지의 조합

l 수업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자신들이 해 온 작업을 주변 친구들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기

l 학생들이 스크래치 웹사이트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올리게 하기(선택사항)

Session #8

  - 과정 소개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기존의 작품을 발전시키거나 이야기 분야에서의 컴퓨터적 탐색을 새롭게 

시작해 본다.

  - 목표

    학생들은 

     병렬과 이벤트와 같은 컴퓨터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개발, 테스팅, 디버

깅, 재사용하기, 재조합하기, 추상화하기, 모듈화하기 등의 자기 주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작업한다.

  - 과정 활동 요약

    설계 노트의 질문에 답하기

    스크래치 작품 만들기

  - 자원

    전 과정 프로젝트

    ‘이야기 시작하기’ 작품 학습지

    ‘이야기 시작하기’ 예시 작품(선택사항)

  - 과정 세부 소개

  - 노트

이번 과정을 통해 특별히 ‘방송하기’와 ‘방송받기’ 블록의 기능과 사용법을 충분하게 이해하게 될 것

이다.



시간(분) 활동

5

되돌아보기 : 설계 노트 질문

l 세션 4에서 설계 질문에 응답한 것 살펴보기. 오류 상황을 처리하면서 배웠던 새로운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35

탐구하기 : 디버그 너!(오류 수정하기)

l 4인 1조로 조구성하기

l 각각의 조에서 5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유인물과 문제해결을 위한 명령어가 포함되어있

는 오류수정용 유인물 세트 나눠주기

20

되돌아보기 : 디버깅 전략 비교하기

l 조별로 모여 버그를 수정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이야기하고 비교하기

 ○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 여러분은 문제를 어떻게 발견했나요? 

 ○ 여러분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 다른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발견했는가요?

l 다른 조와 함께 각 조별 해결방법 나누기

Session #9

  - 과정 소개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테스팅과 디버깅의 연습을 통해 조건과 연산을 포함한 여러 범위의 개념을 

탐구한다.

  - 목표

    학생들은

테스팅과 디버깅 연습을 설명할 수 있다.

       테스팅과 디버깅 스크래치 작품을 위한 일련의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다.

  - 과정 활동 요약

    설계 노트의 질문에 답하기

    여러 개의 스크래치 작품을 디버그하기

    디버깅 시나리오 설계하기

    디버깅 전략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 자원

    ‘디버그 너!’ 유인물

   

  - 과정 세부 소개

  - 유의점

테스팅과 디버깅은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프로그래머의 활동일 것이다.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실행되

지 않았기 때문에 일련의 테스팅과 디버깅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은 컴퓨터적 창들에게는 유용한 활

동이다.



시간(분) 활동

5
되돌아보기 : 설계 노트 질문

l 게임이란?

10

연결하기 : 게임 브레인스토밍

l 소그룹을 이루어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 목록 만들기 

l 몇 분후에 학생들에게 리스트에 관해 질문하기

  ○ 게임에 공통적으로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 그 게임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45

제작하기 : 미로 만들기 활동

l 학생들에게 미로 유인물에 있는 설명을 따라 미로 만들기 활동을 한다.

l 미로의 배치를 디자인하기 시작하며, 단색의 벽과 끝나는 지점을 표시하는 

곳 만들기

l 미로를 찾아가는 말 만들기. 간단하게-단색의 네모난 것이면 좋음

l 말을 움직일 수 있는 버튼 추가하기. 방향키를 눌렀을 때, ‘위, 아래, 오른

l 쪽, 왼쪽’으로 상호작용 가능하는 버튼, 그리고 한번에 10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 버튼 추가

l 시작단계에서 ‘녹색 깃발’ 클릭, ‘x축, y축으로’이동할 수 있는 버튼 추가

l ‘만약에’ 버튼과 ‘벽에 닿으면 튕기기’ 버튼을 사용하여 말이 미로의 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l ‘~때까지 기다리기’와 ‘색에 닿으면’ 버튼들을 사용하여 끝나는 상태로 인

식할 수 있도록 하기

Session#10

  -과정 소개

이번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미로를 계획하면서 게임 분야의 컴퓨터적 창작을 탐색해보도록 한다. 

  - 목적

  학생들은

    게임에 사용된 공통된 디자인 요소를 인식할 수 있다.

    새로운 미로게임을 만들기 위해 스크래치를 이용할 수 있다.

  - 과정 활동 요약

    설계 노트 질문에 답하기

    유명한 게임들에 관해 브레인스토밍하기

    게임에 사용된 공통 요소 확인하기

  - 자원

    미로 수업을 위한 유인물

  -과정 세부 소개

  - 유의점

이번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지도내용이 없었다. 이번 과정의 목표 중 하나는 컴퓨터적 창작 활동을 

통해 배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과정의 교훈은 학습 환경 중에 제시할 수 있다.



시간(분) 활동

5
되돌아보기 : 설계 노트 질문

l 어떤 미로 작품을 만들었는가? 어떻게 바꾸길 원하는가?

25

제작하기 : 미로 확장하기

l 세 명으로 한팀을 만들기

l 각 팀에게 확장 미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과제를 나눠주기

○ 점수 : 점수를 설정하고 점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기. 스크래치 고양이가 클

릭 될 때 마다 10점씩 받기

○ 시간재기 : 타이머 사용방법을 확인하기. 스크래치 고양이가 Gobo로 가는 길을 안내

하도록 마우스를 사용하기 

○ 방해물 : 적을 추가하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로, 아래로의 화살표를 이용하여 위험한 

테니스 공을 피하기

○ 단계 : 단계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확인하기. 스페이스 키를 누름으로써 점수가 올라가

도록 하기. 매번 10점을 얻을 때 마다 레벨이 올라감

○ 보상 : 아이템들을 모으는 방법 확인하기. 화살표 키를 이용하여 스크래치 고양이를 

아이템 주변으로 움직이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아이템 모으기

30

되돌아보기 : 내가 이해한 것들 확인하기

l 확장된 작품을 학습한 후에 학생들이 교실의 다른 친구들에게 그들이 배운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안내하기

 ○ 어떤 작품을 만들었나?

 ○ 미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 변수는 어떻게 사용했는가?

Session #11

  -과정소개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게임 작동 원리를 통하여 조건과 데이터의 개념을 탐색하게 된다.  

  - 목표

   학생들은

      무엇이 변수인지 설명할 수 있고, 변수가 왜 유용한지를 설명할 수 있다.

  - 과정 활동 요약

    설계 노트 질문에 답하기

    미로 작품에 대해 확장하여 탐색하기

    확장된 예제를 사용하여 변수를 배울 수 있도록 다른 친구를 도와주기

  - 자원

       확장 미로 예제

       (http://scratch.mit.edu/galleries/view/138300)

  - 과정 세부 소개

  - 유의점

다양성은 수학적인 개념과 컴퓨터적 개념으로써 중요하다. 학생들은 다양성들을 수학 수업 중에 배

우게 되지만, 많은 학생들이 다양성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임은 다양성이 유용하다는 

것을 학습하게 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시간(분) 활동

5
되돌아보기 : 설계 노트 질문

l 변수란 무엇이고, 어디에 쓰이는가?

55
제작하기 : 확장하여 구상하기

l 학생들에게 이 과정은 이전 과정에서 시작한 작품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작하는 과정임을 설명하기

l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학생들에게 브레인스토밍 과정이 포함된 작품 유인물

을 나눠주기

   ○ 충돌 : 고보의 영역에서 고양이를 움직이도록 도와주기

   ○ 캣츠립스 : 상호작용이 있는 단어 게임을 만들기

   ○ 스크롤링 : 좌우스크롤 게임을 위한 기초 만들기

l 수업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자신들이 해 온 작업을 주변 친구들과 확인해 볼 수 있도

록 하기

l 학생들이 스크래치 웹사이트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올리게 하기(선택사항)

Session #12

  - 과정 소개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기존의 작품을 발전시키거나 게임 분야에서의 컴퓨터적 탐색을 새롭게 시

작해 본다.

  - 목표

   학생들은

     컴퓨터적 개념 (조건, 연산, 데이터) 과 실습 (반복과 점진적인 개발, 테스팅 및 디버깅, 재사용 

     및 재조합, 추상화 및 모듈화)에 대해 능숙해지도록 한다. 

  - 과정 활동 요약

    설계 노트 질문에 대답하기

    스크래치 작품 만들기

  - 자원

     이전 과정에서의 작품

     ‘게임 스타터’ 예제 샘플 (선택사항)

     ‘게임 스타터’ 학습지

  - 과정 세부 소개

  - 노트

이 확장 가능한 디자인 세션은 특히 조건, 연산(산술, 논리), 데이터(변수, 리스트)의 개념에서 추가

적 관심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간(분)
활   동

5

되돌아보기 : 설계 노트 질문

l 지금까지 작업한 스크래치 작품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인가? 다음에 만들 작

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55

계획: 최종 프로젝트 준비하기

l 3, 4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그룹을 만들기

l 각 팀에게 10분씩 최종 작품을 브레인스토밍 할 시간을 준다. 

l 각 팀들을 모아서 각 학생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최종 작품을 위한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도록 한다.  

l 프로젝트 계획서를 각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l 서로 다른 계획의 구성요소들을 검토한다. (과제의 개요, 자원의 목록, 스토리보드/와

이어프레임)

l 학생들에게 작품 계획서를 채워 넣도록 한다. 

l 이미 완벽한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들의 작품 구상을 시작하도록 한다.

l 작품 계획서를 수업의 마지막에 모아서 다음 수업시간에 더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위

해 준비해둔다.  

Session #13

  - 과정 소개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최종 작품의 개요를 짜도록 한다.

  - 목표

   학생들은

    1. 자신이 만들기 적절한 영역의 작품을 확인한다. 

    2.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혹은 과제의 개요를 작성한다.

    3.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예비 목록을 작성한다. 

  

   - 과정 활동 요약

    설계 노트 질문에 답하기

    최종 작품의 브레인스토밍하기

    작품 계획의 구성요소 검토하기

    작품 계획 완성하기

    최종 작품 만들기 (시간이 된다면)

    작품 계획서 모으기

   - 자원

    작품 계획서 학습지

   - 과정 세부 소개

  - 유의점

최종 작품 만들기 과정에서 학생들은 흥미를 가지고 배운 기술을 자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



를 가지게 된다. 최종 작품 만들기를 시작할 때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작품의 완성에 관련된 과제를 

확인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의 목록을 적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성공적으로 작품을 완성하는데 

매우 유익하다. 계획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소모적이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

지 않도록 한다. 여러 학생들은 서로 다른 범위에서 계획하고 수정하는 것을 원하며 필요로 한다. 

또한 작품을 만들면서 여러 단계에서는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과 발

전 방식이 독려되고 수용되어야만 한다. 



시간(분) 활   동 

5

되돌아보기: 설계 노트 질문

l 작품의 어느 부분을 작업할 것인가? 작품을 진행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25

탐색하기: 특별한 관심 그룹들

l 이번 수업시간 전에, 학생들이 만들려고 계획 중인 작품의 형식을 바탕으로 특별한 관

심사에 따른 그룹의 잠재적인 목록을 작성한다. 

l 그룹별로 주제를 만들고 목록을 공유한다. 

l 학생들에게 그룹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특별한 관심사를 가진 그룹에 맞도록 다른 주제

를 제안한다. 

30

제작하기 : 확장하여 구상하기

l 남은 수업시간은 그들의 최종 프로젝트를 작업할 시간임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l 이 수업의 도중에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작업한 것을 주위 학생들과 나누도록 권장한다.

l tm크래치 웹사이트에 그들이 만든 작품을 올리도록 학생들에게 권유한다.(선택사항)

Session #14

  - 과정 소개

이번 수업에서는, 학생들은 작품을 구상하고 만드는데 필요한 능력을 발달시키고 모둠에서 나와서 

독립적인 작품을 만든다. 

  - 목표

   학생들은

    도움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한다.

    동료들에게 안내하고 도움을 준다.

  - 과정 활동 요약

    설계 노트 질문 답하기

    작품 계획의 구성요소 검토하기

    특이적 관심사가 있는 모둠으로 모으기 

    최종 작품 만들기 

  - 자원

    학생들의 필요와 관심사에 따라 잠재적으로 발생한 그룹의 목록

  - 과정 세부 소개

  - 유의점

많은 학생들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탐구하는 것은 협력자에게 흥미로운 도전거리를 제기하여 준다. 

-당신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 스크래치 수업의 전 과정에서, 특히 최종 작품 만들기 

수업에서는 서로에게 도움과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서

로를 가르치는 기회를 주는 것은 협력자의 일을 수월하게 해주며 또한 창작자의 배움과 이해를 상

당히 깊게 할 수 있다. 



시간(분) 활   동

5

되돌아보기 : 설계 노트 질문

l 당신은 작품의 어느 부분을 작업할 것인가? 작품을 계속 만들기 위해 어떤 도움을 필

요로 하는가? 

55

제작하기 : 확장하여 구상하기

l 이번 수업은 최종 작품을 만드는 시간임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l 필요하다면 부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배포한다.

l 이 수업의 도중에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작업한 것을 주위 학생들과 나누도록 권장한다.

l 스크래치 웹사이트에 그들이 수행중인 프로젝트를 올리도록 학생들에게 권유한다.(선택

사항)

Session #15

  - 과정 소개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최종 작품을 만든다. 

    

  - 목표

   학생들은

     컴퓨터적 개념을 이용하고 실행하여 그들이 선택한 스크래치 작품을 더 발전시킨다.

    

  - 과정 활동 요약

    설계 노트 질문 답하기

    작품 계획의 구성요소 검토하기

    필요하면 부가적인 도움을 찾기

    최종 작품 만들기

        

   - 자원

     학생들의 작품 제작을 도와줄 수 있는 부가적인 자료

   - 과정 세부 소개

  - 유의점

작품을 만드는 것이 진행됨에 따라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 동료를 돕는 것과 더불어, 이용 가능한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일을 진행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스크래치 웹사이트

(http://scratch.mit.edu)에서 예제 작품을 찾거나 ScratchEd(http://scratched.media.mit.edu/resources)에서 

부가적인 자료를 찾는 것은 아이디어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시간(분) 활동

5
되돌아보기 : 설계 노트 질문

l 누군가 당신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피드백을 한다면 그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

30

탐색하기 : 비평 모둠

l 세 명을 한 팀으로 그룹을 나눈다.

l 두 개의 Project feedback 학습지를 개인별로 나누어 준다.  

l 유인물로 주어진 서로 다른 비평 구성요소를 검토한다. 

l 각 팀은 8분간 각각의 작품을 점검하고 작품과 관련된 학습지(critique handout)를 완성

한다.

l 비평을 모두 마친 마지막 그룹은 완성된 비평 학습지(critique handout)를 프로젝트 개

발자에게 보낸다.

25

제작하기 : 확장하여 구상하기

l 이번 수업은 최종 작품을 만드는 시간임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l 이 수업의 도중에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작업한 것을 주위 학생들과 나누도록 권장한다.

l 스크래치 웹사이트에 그들이 수행중인 프로젝트를 올리도록 학생들에게 권유한다.(선택

사항)

Session #16

  - 과정 소개

이번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작은 그룹을 만들어 서로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비평

하면서 함께 작업한다.

    

  - 목표

   학생들은

    진행 중인 작품 만드는 것을 점검한다. 

    서로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며 프로젝트를 명확히 한다.

    

  - 과정 활동 요약

    설계 노트 질문에 대답하기

    작품 계획의 구성요소 검토하기

    비평을 위한 그룹으로 모이기

    최종 작품 만들기

        

  - 자원

    작품 feedback 유인물

    학생들의 작품을 도울 수 있는 부가적인 자료

  - 과정 세부 소개

  - 유의점

다양한 사람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개발자들은 그들 

자신을 포함한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시간(분) 활동

5

되돌아보기 : 설계 노트 질문

l 작품 만들기의 어느 부분을 작업할 것인가? 작품을 계속 만들기 위해 어떤 도움을 필

요로 하는가?  

55

제작하기 : 확장하여 구상하기

l 이번 수업은 최종 작품을 만드는 시간임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l 필요하다면 부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배포한다.

l 이 수업의 도중에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작업한 것을 주위 학생들과 나누도록 권장한다.

l 스크래치 웹사이트에 그들이 수행중인 프로젝트를 올리도록 학생들에게 권유한다.(선택

사항)

Session #17

  - 과정 소개

이번 수업시간에 학생들은 최종 작품을 만든다. 

    

  - 목표

   학생들은

     컴퓨터적 개념을 적용하고 실행하여 작업중인 스크래치 작품을 더욱 더 발전시키도록 한다.

    

  - 과정 활동 요약

    설계 노트 질문에 대답하기

    작품 계획의 구성요소 검토하기

    필요하면 부가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최종 작품 만들기

        

  - 자원

   학생들의 작품 만들기를 도울 수 있는 부가적인 자료

 

  - 과정 세부 소개

  - 유의점

모든 디자인 활동은 시간에 의해, 주어진 자료에 의해, 활동 시 자신이 갖춘 능력에 의해 한계가 있

으므로 완성을 위해서는 타협이 필요하다. 확장 설계 수업(open-ended designing session)은 학생

들이 서로 그들의 작품 만들기에 필수적인 구성요소에 대해 대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작

품만들기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무엇인가? 남은 시간에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시간(분) 활동

5

되돌아보기 : 설계 노트 질문

l 작품 만들기의 어느 부분을 작업할 것인가? 작품을 계속 만들기 위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40

제작하기 : 확장하여 구상하기

l 이번 수업은 최종 작품을 만드는 시간임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l 필요하다면 부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배포한다.

l 이 수업의 도중에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작업한 것을 주위 학생들과 나누도록 권장한다.

l 스크래치 웹사이트에 그들이 수행중인 프로젝트를 올리도록 학생들에게 권유한다.(선택사

항)

15

계획하기 : 마지막 작품 발표 준비하기

l 학생들에게 상호간의 (혹은 손님들 모두에게)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기

l 자신의 완성 과제에 관하여 토로할 수 있는 질문들, 왜? 그래서 무엇? 지금 이것이 무엇? 

등의 내용과 반성의 내용이 담겨있고, 자신의 작품 만들면서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

에게 알리기 위한 유인물을 공유하기

Session#18

  - 과정 소개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마지막 작품 만들기를 함과 동시에 그들의 마지막 작품 만들기에 

대한 반성을 하도록 한다.

  - 목표

   학생들은

     컴퓨터적 개념과 자신이 선택한 작품만들기에 좀 더 발전된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

     그들의 작품만들기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 과정 활동 요약

   설계 노트 질문에 답하기

   작품 계획 요소들 점검해보기

   도움이 될 만한 추가요소들 탐색하기

   마지막 작품 만들기

   마지막 작품 발표 준비하기

  - 자원

   작품 만들기를 도와줄 추가 자원들

   ‘나의 작품 되돌아보기’ 학습지

  - 과정 세부 소개

  - 유의점

창작의 과정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창작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을 알 

수 있게 하고, 그 경험을 반성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시간 (분) 활동

5

되돌아보기 : 설계 노트 질문

l 작품 만들기의 어느 부분을 작업할 것인가? 작품을 계속 만들기 위해 어떤 도움을 필

요로 하는가? 

55

제작하기 : 확장하여 구상하기

l 이번 수업은 최종 작품을 만드는 시간임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l 필요하다면 부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배포한다.

l 이 수업의 도중에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작업한 것을 주위 학생들과 나누도록 권장한

다.

l 스크래치 웹사이트에 그들이 수행중인 프로젝트를 올리도록 학생들에게 권유한다.(선

택사항)

Session #19

  - 과정 소개

이번 수업시간에 학생들은 최종 작품 만들기를 할 것이다.

    

  - 목표

   학생들은

    컴퓨터적 개념을 이용하고 실행하여 그들이 선택한 스크래치 프로젝트를 더욱더 발전시킨다

 

  - 과정 활동 요약

   설계 노트 질문에 답하기

   작품 계획 요소들 점검해보기

   도움이 될 만한 추가요소들 탐색하기

   마지막 작품 만들기

   - 자원

    작품 만들기를 도와줄 추가 자원들

    ‘나의 작품 되돌아보기’ 학습지

   - 과정 세부 소개

   - 노트

학생들은 그들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초조함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 다음

의 사항을 주지시켜 준다. (1)경험은 컴퓨터적 창작자로서 과정에서의 한 여정일 뿐이다. (2)그리고 

약간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목적에 집중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

다. 

  



시간(분) 활동

5

되돌아보기 :  설계 노트 질문

l 설계 노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작업에 가장 도움이 되었는가?

55

되돌아보기 : 최종 과제에 반영

l 학생들에게 그들의 프로젝트를 다른 이들과 나누도록 한다. 이를 나누는 것은 여러 가

지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개인이 그룹 전체에 발표를 한다, 학생들의 발표를 

소규모 발표로 같이 실시한다. 실시간 데모, 웹에 게시 등

l 설계 노트와 이전 작품을 함께 전시하여 학생들의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

한다.

l 문구, 손님, 음악, 꾸미기, 과자 등과 함께 공간을 축하하는 분위기로 만든다. 

Session #20

  - 과정 소개

이번 수업시간에 학생들은 최종 작품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발전과 컴퓨

터적 창작 경험을 곰곰이 생각해본다. 

  - 목 표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한다 

  - 과정 활동 요약

    설계 노트 질문에 대답하기

    최종 작품 나누기 

    컴퓨터적 창작에 대한 경험을 논하기

  - 자원

    스낵(선택사항)

  - 과정 세부 소개

  - 유의점

프로젝트, 디자인 저널, 최종 작품 피드백 유인물, 그리고 최종 작품에 관한 반성유인물의 포트폴리

오는 창작자들,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해서 상호 평가에 이용할 수 있

다. 

왜 스크래치를 작품을 만드는 도구로 선택했는가?

목적에 맞는 작품을 발견했나요?

학생들과 함께 탐구해 보고 싶은 질문이 있나요?



형태 설명 링크
비디오 스크래치 소개 http://vimeo.com/29457909
비디오 댄스   #1 http://vimeo.com/28612347
비디오 댄스   #2 http://vimeo.com/28612585
비디오 댄스   #3 http://vimeo.com/28612800
비디오 댄스   #4 http://vimeo.com/28612970
프로젝트 나에 대해서 http://scratch.mit.edu/projects/ScratchEdTeam/2041660
Project 댄스파티 http://scratch.mit.edu/projects/ScratchEdTeam/2041671
Project 사각형, 원 http://scratch.mit.edu/projects/ScratchEdTeam/2042075
Project 밴드만들기 http://scratch.mit.edu/projects/ScratchEdTeam/2042276
Project 자동그리기 http://scratch.mit.edu/projects/ScratchEdTeam/2042282
Project 대화 http://scratch.mit.edu/projects/ScratchEdTeam/2042349
Project 장면들 http://scratch.mit.edu/projects/ScratchEdTeam/2042673
Project 슬라이드 쇼 http://scratch.mit.edu/projects/ScratchEdTeam/2042695
Project 디버깅 #1 http://scratch.mit.edu/projects/ScratchEdTeam/2042697
Project 디버깅 #2 http://scratch.mit.edu/projects/ScratchEdTeam/2042703
Project 디버깅 #3 http://scratch.mit.edu/projects/ScratchEdTeam/2042706
Project 디버깅 #4 http://scratch.mit.edu/projects/ScratchEdTeam/2042712
Project 디버깅 #5 http://scratch.mit.edu/projects/ScratchEdTeam/2042724
Project 미로 http://scratch.mit.edu/projects/ScratchEdTeam/2042736
Project 미로확장 : 점수 http://scratch.mit.edu/projects/ScratchEdTeam/2042755
Project 미로확장 : 타이머 http://scratch.mit.edu/projects/ScratchEdTeam/2042761
Project 미로확장 : 적들 http://scratch.mit.edu/projects/ScratchEdTeam/2042763
Project 미로확장 : 레벨 http://scratch.mit.edu/projects/ScratchEdTeam/2042764
Project 미로확장 : 보상 http://scratch.mit.edu/projects/ScratchEdTeam/2042770
Project 충돌 http://scratch.mit.edu/projects/ScratchEdTeam/2042778
Project 캣츠립 http://scratch.mit.edu/projects/ScratchEdTeam/2042781
Project 스크롤링 http://scratch.mit.edu/projects/ScratchEdTeam/2042861
갤러리 샘플 프로젝트 http://scratch.mit.edu/galleries/view/137903
갤러리 아트 샘플 프로젝트 http://scratch.mit.edu/galleries/view/138296
갤러리 스토리 샘플 

프로젝트
http://scratch.mit.edu/galleries/view/138297

갤러리 게임 샘플 프로젝트 http://scratch.mit.edu/galleries/view/138298
갤러리 미로 확장 http://scratch.mit.edu/galleries/view/138300
갤러리 나에대하여 샘플 

프로젝트
http://scratch.mit.edu/galleries/view/138381

갤러리 댄스파티 샘플 
프로젝트

http://scratch.mit.edu/galleries/view/138382

갤러리 미로 샘플 프로젝트 http://scratch.mit.edu/galleries/view/138299

부록	
커리큘럼 안내 자원에 따른 링크 목록 :
 

 
 



Session # 핸드아웃
2 나에 대하여
4 댄스파티
5 아트 테마 프로젝트를 위한 유용한 블럭

사각형, 원
밴드 만들기
오토매틱 드로잉

8 스토리 테마를 위한 유용한 블럭
대화
장면들
슬라이드 쇼

9 디버그 하기
10 미로
12 게임 테마 프로젝트를 위한 유용한 블럭

충돌
사용자 대화 만들기

스크롤링
13 마지막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

마지막 프로젝트를 위한 스케치
16 프로젝트 피드백
18 프로젝트 고찰하기

아래의 핸드아웃을 제공한다.



나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상호작용이 

있는 콜라쥬를 만들기 위해 

흥미로운 이미지들과 사운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 단계별 만들기                                           ◆ 아래의 블럭 사용하기

1. 스프라이트 고르기

자신의 스프라이트 그리기    라이브러리에서 고르기    랜덤으로      

                                                        가져오기

2. 상호작용 만들기

3. 반복하기

마우스 클릭이나

키보드 입력 등을 통해

스프라이트가 반응하도록

스크립트를 추가해 보세요.



댄스 파티

여러분 자신의 상호작용적인 댄스 파티를 

만들어보세요. 스프라이트를 어디에 배치할

지, 어떤 형태를 사용할지, 어떤 비트를 사

용할지 생각해 보세요.

◆ 단계별 만들기                                           ◆ 아래의 블럭 사용하기

1. 스프라이트 고르기

자신의 스프라이트 그리기    라이브러리에서 고르기    랜덤으로       

                                                       가져오기

2. 상호작용 만들기

3. 반복하기

여러분의 댄스를 위해

블록들을 연결해 보세요.
마우스 클릭이나

키보드 입력 등을 통해

스프라이트가 반응하도록

스크립트를 추가해 보세요.



기다리기       

~초 기다리기

말하기/생각하기

스프라이트 위로 말풍선이나 

생각풍선

나타내기

사운드

녹음 및 신디사이저 오디오 

연주

보이기       

스프라이트 보이기, 감추기

반복      

블록들을 반복하기

펜      

라인들을 그리거나 스프라이

트 도장 찍기

난수      

범위내의 컴퓨터 난수 발생

시키기

키 반응    

특정한 키를 누를 때 스프라

이트 반응하기

예술

아래의 블록들은 예술 테마 프로젝트들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사각형, 원

아래의 블록들은 아트 테마 프로젝트들

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오렌지 사각형과 보라색 원이 포함된 프

로젝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프라이트를 만들기 위해 그림판을 사

용하세요.
오렌지 사각형과 보라색 원을 혼합해서 

그리세요.

여러분의 스프라이트에 

생동감을 주기 위해 형태

블록을 이용해 다양한 동

작을 실험해 보세요.



밴드 만들기

상호작용이 있는 악기들을 만들기 위해 사운

드 블록과 스프라이트들을 연결하여 뮤지컬 

그룹을 만들어 보세요.

            한번 이상 사운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반복 블록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소리들과 음악,  
             비트들을 다르게 해서 실험해  

            보세요.                  
            스크립트

없음



자동 그리기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시다. 

          

작은 점 하나 스프라이트를 만드세요.



기다리기       

~초 기다리기

말하기/생각하기

스프라이트 위로 말풍선이나 

생각풍선 나타내기

사운드

녹음된 오디오 연주하기

보이기       

스프라이트 보이기, 감추기

모양들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바꾸기

묻고 답하기     

프로젝트 안에 묻고 답하기

를 넣기

문자열      

단어들과 문장들을 바꾸기, 
접근하기, 테스트하기

메시지 송수신    

스프라이트들 사이와 안에서 

동작 동시에 실행하기

스토리들

스토리 테마 프로젝트들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은 블록을 사용해 보세요.



대화하기

두 개의 캐릭터들이 서로 얘기하게 만들어 

보세요. ‘말하기’와 ‘기다리기’ 블록을 이용

하여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스크립트 

1개

스크립트 

1개

스크립트 없음.

배경 추가



장면들

‘방송하기’와 ‘방송받기’ 블록을 이용하여 다중 장면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3개의 배경 이미지를 

추가하기

스크립트

2개

스크립트

4개
스크립트 

4개



슬라이드 쇼

오디오 내레이션에 맞추어 움직이는 배경

이미지를 움직이는 슬라이드 쇼를 만들어 

보세요.

녹음기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내레이션을 녹음하세요.

1 스크립트

6개 배경 이미지

6개 녹음 파일



BUG #1

철수는 스페이스 바를 누를 때 고양이가 돌기를 원한다. 그런데 고양이가 움직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BUG #2

미첼은 고양이가 스테이지 중간에서 시작하여 가로지르면서 커지길 원한다. 처음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실행하나 다시 클릭할 때는 작동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BUG #3

알렉스는 고양이가 몇 가지 음악에 따라 춤추길 원한다. 그러나 음악이 끝난 후에 춤을 

춘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BUG #4

하경이는 키보드로 고양이의 x좌표를 움직이길 원한다. 오른쪽 화살표 키는 고양이를 

오른쪽으로, 왼쪽 화살표키는 왼쪽으로 움직이길 원한다. 또한 그녀는 고양이가 x좌표에 

따라 왼쪽 면인지 오른쪽 면인지를 말해주길 원한다. 고양이는 맞게 움직이는데, 좌표에 

맞게 어떤 면인지 말해주질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BUG #5

하준이는 고양이가 제자리에서 뛴 후 스크린을 가로질러 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위 아래로 

점프하면서 스크린을 가로질러 가버렸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BUG #6

디버깅을 위해 여러분 자신의 퍼즐 프로그램을 디자인해 보세요.



미로

스프라이트가 벽을 터치하지 않고 미로의 
끝에 도달하는 게임을 만들어보세요.

 

스크립트 없음

도착점은 다른 색깔

로 하고, 벽 색깔은 

같게 하여 배경으로 

미로를 그린다.

전부 7개 스크립트

스프라이트가 움직이기 녹색 벽에 닿으면 튕기기

도착점(노란색)에 닿으면 

이겼다는 메시지 출력



관찰        

두 스프라이트가 닿거나 특

정한 컬러에 닿을 때

보이기       

스프라이트 보이기, 감추기

난수

특정한 범위 안에서의 난수 

발생

타이머  

타임 체크 및 타이머 사용

문자열      

단어들과 문장들을 바꾸기, 
접근하기, 테스트하기

변수들    

숫자나 문자를 저장하고 다

시 사용하기

비교   

게임안에서 결정을 위한 값 

비교

키 입력    

특정한 키를 눌렀을 때, 스프

라이트가 반응하기

게임들

게임 테마 프로젝트들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은 블록을 사용해 보세요.



충돌

고양이가 고보의 영역에서 움직이도록 

도와주세요. 포인트를 얻으려면 노란색 고보를 

모아야 합니다. 핑크색 고보에 닿으면 점수를 

잃게 되요.

고양이의 위치와 점수를 리셋

고양이가 노란색 고보와 충돌

할 때, 고보는 사라지고 스코

어는 10점 증가

고양이가 핑크색 고보와 충돌

할 때, 고보는 사라지고 스코

어는 10점 감소



CATLIBS

사용자 입력에 의한 독창적인 캣츠립 

스토리를 만들어보세요.

스크립트 1개

변수 4개



스크롤링

좌우 스크롤 게임을 만들기 위해 배경을 만들어 보세요.

두 개의 스프라이트 만들기

하나는 왼쪽 패널 배경, 하나는 오

른쪽 패널 배경

각 스프라이트에 같은 배경 넣기

왼쪽 스프라이트 스크립트

오른쪽 스프라이트 스크립트



마지막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

이름 :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단계를 적어보세요.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자원(예, 협력자, 샘플 프로젝트 등)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도움이 되는 자원(예, 협력자, 샘플 프로젝트 등)



이름 :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엇이 중요한 요소들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엇이 중요한 요소들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엇이 중요한 요소들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엇이 중요한 요소들인가?

 나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위한 스케치
 
 

 

 



피드백 영역 :  

조언자 :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  이 프로젝트에서 고치거나 바꾸거나 
추가하고 싶은 부분

   

프로젝트 피드백

  

 프로젝트의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아래와 같은 질문을 통해 생각해 보세요.
 
 ·	 	 명료함 :	 이 프로젝트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는가?·	 	 특징들 :	 이 프로젝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이 프로젝트는 예상한대로 작동하  	 는가?·	 	 호소력 : 얼마나 매력적인가? 상호작용적이며, 재치있고, 독창적이며, 멋지고, 재미있  

 고, 흥미로운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얼마나 상호작용을 한다고 느끼는가?

 



이름 :  
무엇?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작동하는가? 아이디어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무엇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은 어땠나?
재미있고, 도전적이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왜 그런가?
무엇을 배웠나?

 

 
지금은?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을 바꿨으면 하는가?
다음엔 무얼 만들고 싶은가? 왜 그런가?

 

프로젝트 되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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