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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메이키 메이키란? 

메이키 메이키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 대상의  
IT 장난감입니다.  
메이키 메이키는 손쉽게 컴퓨터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고, 
흥미로운 교구이므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임플러스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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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메이키 메이키 구성 재료 

메이키메이키 보드 

악어 클립 
USB 통신 케이블 

점퍼케이블 

    재료 구성                 사용 용도 

메이키 메이키 보드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키보드나 마우스로 
만들어 줍니다 

USB 통신 케이블 보드에 입력된 신호를 PC로 보내줍니다 

악어클립 보드와 물체를 연결해 전기를 통하게 해줍
니다 

점퍼 케이블 아날로그핀과 디지털 핀을에 연결할 수 있
습니다. 

게임플러스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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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메이키 메이키 구조 

1. 보드 앞모습 

2. 보드 뒷모습 

게임플러스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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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드 앞모습 세부 구조  

■분홍색: 컴퓨터와 연결해 신호를 전달하는  
USB 연결 단자입니다 
 
■하늘색: 키보드의 W,A, S,D,F,G를 조작할  
수 있는 핀입니다 
 
■초록색: 마우스의 상하좌우 방향와 좌우 클릭을 
조작하는 핀입니다 
 
■빨간색: 출력핀입니다 
5V,GND, D14,D15,D16핀 등으로 구성됩니다 

게임플러스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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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드 뒷모습 세부 구조 

■왼쪽단자 설명 
 
Up,Down, Left, Right: 키보드의  
방향키를 조작할 수 있는 단자 
 
■오른쪽 단자 설명 
Space, Click은 키보드의  
스페이스바와 마우스의 좌클릭을 
조작하는 단자 
 
■아래 단자 설명 
 
Earth(Ground) Bar는 접점(GND)에 
연결하는 단자입니다 

게임플러스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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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메이키 메이키 사용 방법 

 메이키 메이키를 이제 직접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
니다. 

STEP1. 

STEP2. 

STEP3. 

PC와 메이키메이키  
보드를 
USB 연결잭으로  
연결합니다 

악어클립을  
메이키메이키 보드 
하단의  
접점을 나타내는 
Earth핀에 연결해줍
니다 

접지핀에 연결된 악
어클립의 반대 방향
의 단자를 
왼쪽 손으로 금속부
분을 쥐어줍니다. 
 
(다른 신체부분에 
접촉해도 됩니다) 

처음해 보는 메이키메이키 

게임플러스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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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makeymakey.com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STEP5. “HOW TO”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Software” 카테고리를 선택해줍니다. 
 
 

게임플러스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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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피아노 그림을 선택해줍니다. 
 
 

피아노 그림을 다시 선택해 줍니다. 
 
 

게임플러스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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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7. “Click here to play” 메시지가 나오면  
화면을 바로 클릭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피아노 건반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게임플러스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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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8. 

악어클립과 Space를 연결한 후, 악어클립의 반대쪽을 잡
으세요. 이렇게하면 컴퓨터는 스페이스바를 
인식하게 되면서,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건반이 울립니다. 

보드 좌측의 
화살표인 
UP, DOWN,  
RIGHT, LEFT 
를 손으로 누르거나 
악어클릭을 끼운 후 
반대쪽 악어클립을 
손으로 만지면 
 
피아노 건반의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건반이 
울리게 됩니다. 
 

게임플러스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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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5.  메이키 메이키 원리 

<원리> 전류를 흐르게 해서 신호를 전송하는 원리를 이
용합니다. 

+ 

-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회로 
를 보면 전지의 (+)에서 (-)로 
전류의 흐름이 발생해서 생깁니다. 
메이키메이키도 보드의 핀이 (+)극 역할을 하고 
Earth가 (-)역할을 해서 하나의  
전기 회로를 만들기에 우리가 여러가지 도체(과일이
나 물, 쇠 등) 
를 연결해서 메이키메이키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보드의  OUT핀은 USB를 통해 PC쪽으로 신호를  
전달하므로, PC내의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게임플러스에듀 



PC 

도체 

+ 

- 

검정테두리안에 있는 것은 OUT(출력핀)으로서 
핀번호는 DO~ D5이며 이곳에 점퍼선을 연결하면 
키보드의 W,A,S,D,F,G를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보드의 칩으로서 사람으로 따지면 
두뇌에 해당하며, 입력되는 신호를 판단해 컴퓨터로 신호를 보
내줍니다. 

 
주황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USB 연결단자로서 보드에서 
PC로 신호를 전달하게 해 줍니다. 
 
(USB 연결잭은 보드에 전원을 공급해주면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13 게임플러스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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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도체 

+ 

-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OUT핀과 Earth가 도체를 중심으로 전기회로가 만들어져, 전
류가 흐르는 상태가 됩니다.  

OUT핀에서 칩으로 입력신호가 전달됩니다. 

칩에서 USB단자 로 출력신호를 보냅니다. 

USB단자에서 PC로 신호가 전달됩니다. 

게임플러스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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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6.  메이키 메이키 예제들 

봉고 두드리기  

1.Ground에 악어클릭
을 연결한다음 
한쪽 손으로 악어클립
의 반대쪽을 잡아줍니
다. 
 
2. 보드 뒷면 왼쪽 화살
표와 스페이스바를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눌러 봉고소리를 냅니
다. 
 
(손대신 악어클립을 보
드에 연결한 다음 
악어클립을 도체에 연
결해서, 도체에 손을 
대어서 봉고를 두드리
는 방법도 있습니다.) 

게임플러스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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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리스 게임하기  

화살표 
방향에 따라 
테트리스 
조각들이 
좌우로  
움직이거나  
뒤집어집니다. 

게임플러스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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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과일 피아노  

▶악어클립을 이용해 메이키 메이키 보드와 바나나를 연결해줍니다. 
(4개화살표, 스페이스, 클릭 / 총 6개) 
▶왼쪽손은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오른손으로 과일을 터치해 
 피아노 곡을 연주합니다. 

게임플러스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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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컵 피아노 연주  

▶컵에 물을 넣은 다음, 악어클립의 한쪽을 물속에 넣어줍니다. 
악어클립의 다른쪽은 보드에 연결해줍니다. 
▶왼쪽손은 악어클립을 이용해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오른손가락을 물속에 넣어 피아노를 연주해봅니다. 

게임플러스에듀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58Odt_vVAhVFppQKHaLPDGUQjRwIBw&url=https%3A%2F%2Fmrsbmusicroom.com%2F2016%2F02%2F17%2Fcreate-your-own-midi-musical-instrument-with-scratch-and-the-makey-makey%2F&psig=AFQjCNErb8-kfh0y96Rz075YFQqebXAvkw&ust=150406132372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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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cil 피아노 연주  

연필심은 흑연으로 전기가 통하는 도체성질을 가지고 있다. 
 
▶종이에 연필을 이용해 그림과 같이 진하게 칠을 한 다음, 
악어클립을 이용해 연결해줍니다. 

 
▶왼쪽손은 악어클립을 이용해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오른손가락을 물속에 넣어 피아노를 연주해봅니다. 

■우리 생활속에서 다양한 전기를 통하는 재료(도체)
를 이용해 메이키 메이키를 이용한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세요. 
(점토나 알루미늄 등) 

게임플러스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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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6.  스크래치 이용해 메이키 조작하기 

▶먼저,  다음 스크래치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http://scratch.mit.edu/  

블록 프로그램인 스크래치와 메이키메이키를 연결해 
음악을 연주하는 활동을 해봅시다. 

▶스페이스 키의 화살표를 누르면 시작버튼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게임플러스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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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메뉴에서 [1번 타악기를 0.25박자로 연주하기] 
명령어에서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악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임플러스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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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메뉴에서 [새로운 소리]를 선택하면  
소리와 관련된 아이콘이 생성되며,  동시에 소리와 관련
된 블록명령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임플러스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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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를 녹음해 저장하면, 녹음 아이콘이 생성되며 
  녹음한 소리는 블록으로 저절로 생성됩니다.  

녹음하기 정지하기 

정지하기 

게임플러스에듀 



24 

▶앞부분에서 알아본 시작 메뉴 및 소리 메뉴 사용법 
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블록 코딩을 해봅니다. 
▶메이키 보드의 wasdfg OUT 핀과 스페이스, 화살표를 
악어클립이나 점퍼선으로 연결해줍니다. 
▶악어클립의 반대편을 도체에 연결해줍니다. 
▶접지쪽에 악어클립을 연결하고, 악어클립의 반대쪽을 왼쪽손으로 
잡아줍니다. 
▶오른손으로 도체를 만지면서 여러가지 소리를 들어봅니다. 

게임플러스에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