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바운스 볼
?

이 단원 학습의 개요
키보드의 좌우방향키를 눌러 공을 좌우로 움직인다.
공이 아래로 떨어지다가 벽돌에 닿으면 계속 튕긴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벽돌을 밟고 이동하여 별을 먹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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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 볼 게임 구상하기

이번 시간에는 농구공 스프라이트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벽돌에 튕겨서 목적지에 있는 별
을 먹었을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바운스 볼 게임을 만들어 본다.
게임 주소: https://scratch.mit.edu/projects/33776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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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트

공, 회색벽돌, 파란벽돌, 별

배경

하늘

스프라이트

알고리즘

- 시작을 하면 공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 공이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공

- 키보드의 좌우방향키를 누르면 좌우로 움직이도록 한다.
- 공이 회색벽돌에 닿으면 공이 떨어지지 않고 튕기도록 한다.
- 공이 파란벽돌에 닿으면 공이 더 높이 튕기도록 한다.

회색벽돌2,
회색벽돌3

- 시작을 하면 무작위 간격으로 보였다 사라지도록 처리한다.

- 시작을 하면 보이도록 설정한다.
별

- 초시계 변수를 만들고 타이머 값을 저장시켜 준다.
- 만약 공에 닿으면 숨김처리 하고 소리를 내며 게임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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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 볼 게임 따라하기

01 게임을 만들기 위해 스프라이트, 배경을 먼저 추가하
여 보자. 기본으로 제공되는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삭제
하고 공, 별 스프라이트를 가져온다. 벽돌 역할을 할 버
튼 스프라이트를 불러와 이름을 회색벽돌1,2,3과 파란벽
돌로 바꿔 준다. 스프라이트의 모양에 들어가면 벽돌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꿀 수 있다. 배경은 적절히 어울리
는 배경으로 하늘을 가져온다.

02 회색벽돌 2, 3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후 시작을 하면
무작위 간격으로 모습을 보였다 숨겼다 하도록 프로그래
밍 한다.

03 별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후 시작을 하면 모습을 보이
도록 설정한다. 초시계 변수를 만들고 타이머 값을 저장
하여 보여준다. 만약 공에 닿으면 숨김 처리 하고 소리를
내며 게임이 종료되도록 프로그래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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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후 시작을 하면 시작 위치로
이동하도록 설정한다. 속도 변수를 만들고 값을 0으로
정한다.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
하고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3만큼 이동 하도록
프로그래밍 한다.

04 공 스프라이트에 코드를 추가한다. 공이 떨어지다가
회색벽돌에 닿으면 튕기도록 속도 값을 10으로 정하여
준다. 속도 값이 아래로 떨어지며 0보다 작아지는데 속도
값을 다시 10으로 주어 다시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도록
만든다. 속도 값이 커질수록 위로 높이 튕긴다.

05 공 스프라이트에 코드를 추가한다. 공이 떨어지다가
파란벽돌에 닿으면 높이 튕기도록 속도 값을 16으로 정
하여 준다. 만약 벽에 닿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 처음 위치로 이동하고 속도 값을 0으로 다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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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 스프라이트에 녹색 깃발 명령블록을 추가한다.
공이 벽돌에 닿았을 때 튕기도록 하기 위해 속도 값의
변화가 중요한데 이를 처리해 주는 코드를 만든다. 속도
값을 –0.6씩 줄이면 공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할 수 있다.

회색벽돌 2, 3 스프라이트 전체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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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스프라이트 전체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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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스프라이트 전체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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