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에 MaKey MaKey를 
연결하세요.

한 사람은 악어클립을 "어스(EARTH)"
에 연결하고 클립을 쥡니다.

다른 사람은 악어클립을 
"클릭(CLICK)"에 연결하고 이 
클립을 쥡니다.

유튜브 영상을 시작하고 
마우스를 시작/일시정지 
버튼 위에 둡니다.

5. 주먹을 맞부딪히며 
일시정지/시작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클릭으로 컴퓨터에서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함께 드럼 세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주먹 인사 리모컨
종이 판지, 테이프, 큰 동전 5개, 가위, 은박지 조금이 필요합니다.

종이 판지를 기타 모양으로 자르세요.끈끈한 부분을 밖으로 가도록 
하여 양면 테이프처럼 만들고 동전 5개를 기타 
가장자리의 테이프 위에 붙입니다.

MaKey MaKey 키트에 있는 흰색 
 와이어를 보드 뒷면의 A, S, D, F, G 
  입력 부분에 꽂고, 악어클립으로 
    각 흰색 와이어를 동전에 연결합니다.

은박지로 기타 넥을 
감싸고 악어클립으로 
은박지를 어스에 
연결합니다.

은박지 
부분을
손으로 
쥐세요.

makeymakey.com/hero로 
이동합니다. 게임을 시작하고, 

연주를 즐기세요.

보드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USB 케이블 
사용).

    동전을 누를 때, 
   컴퓨터에서 A, S, D, F, G  
  자판이 눌린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종이 판지 기타 게임 야채 피아노
야채와 은박지 조각이 필요합니다.

야채를 피아노 건반처럼 늘어놓으세요.

야채들이 서로 닿지 
않게 주의하세요!

makeymakey.com/piano로 이동합니다.

야채를 보드의 입력 부분에 연결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어떤 건반이 어떤 
입력 부분에 
연결되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박지로 손목에 팔찌를 
   만들어 "어스(EARTH)"에 
 연결하세요. 이제 
양손으로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다.

보드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연주하세요!

다른 것들로도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나요? 엄청 큰 물체? 
엄청 작은 물체? 발로 조정하도록? 여러 사람들? 웨어러블?

어떤 다른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들은 또 무엇을 만들 수 있나요? 나무 자? 테니스 라켓? 
진짜 기타?

계단이나 의자를 피아노로 만들 수 있나요?

음악이 있는 저녁 식사는 어떨까요?

상자 안에 뭐가 들어 있나요?

3. 어스(EARTH)에 여러분을 
연결하세요.

악어클립을 "어스(EARTH)"에
꽂습니다.

금속 부분을 잡고 계세요.

1. 보드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USB 케이블

2. 팝업창을 닫으세요.

4. 보드로 시험해 보세요.

5. 일상적인 재료를 
연결하세요.

재료를 보드에 클립으로 연결

재료를 터치하여 회로를 완성

6. 바나나 봉고를 만들어 
보세요!

문자 편집기 
열기

빨간불이 켜짐

초록색 불은 작동을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스 

클립 잡기)

두 번째 바나나를 왼쪽 화살표 
입력 키로 추가

makeymakey.com/bongos

   로 이동

Makey Makey 보드

악어 클립 7개

흰색 와이어 6개

USB 케이블

자세한 내용은 
makeymakey.com/howto에서 확인

makeymakey.com/remap

피부에 
닿게 딱 
맞게

시작
Makey Makey란?
Makey Makey는 21세기 발명 키트입니다. 
일상적인 재료들을 컴퓨터의 자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설치?

지금 
설정?

필요 없습니다!

(팁: 커버를 벗기면 
클립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어스 
클립(금속 
부분) 잡기

        금속의   
"스페이스(SPACE)" 
부분을 만지세요

컴퓨터에서 "스페이스 바"가 눌러졌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인식이 되지 않으면 더 세게 누르거나 손가락에 침을 발라 
보세요.

(은식기, 과일 등과 같은 
 금속 또는 음식을 
  사용하세요. 모든 재료가 다 
      되지는 않습니다.)금속 

어스 
클립 
잡기

바나나를 터치하면, 컴퓨터는 여러분이 스페이스 바와 
왼쪽 화살표를 누른다고 인식합니다. 이 웹페이지에서 이 
자판은 봉고 소리를 냅니다!

사용 방법 시도해 볼 만한 아이디어 도움말
눌러도 작동하지 않아요!
연결이 돼 있나요? Makey Makey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빨간불이 들어오나요? Makey Makey는 전원이 들어오면 뒷면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불이 켜져 있나요? 켜져 있지 않다면, 
컴퓨터, USB 케이블, 또는 회로 보드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USB 3.0: 컴퓨터의 USB 커넥터가 파란색인 경우, USB 3.0으로 
Makey Makey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USB 2.0 포트를 
사용해 보세요.

단순하게 만드세요. 가능한 한 연결을 단순하게 만드세요. 한 
가지 방법은 악어클립을 "어스"에 연결한 다음 다른 끝을 
"스페이스"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초록불이 들어와요! 연결을 하게 되면, Makey Makey 앞면의 LED 
등에 불이 들어와야 합니다.

전도성? 일상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연결할 때는 적어도 약간의 
전도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아용 점토, 바나나, 피부나 
알루미늄 호일은 작동을 잘 듣지만, 플라스틱, 대부분의 천이나 
종이는 바로 듣지 않습니다. 종이를 적시거나 플라스틱에 
유아용 점토를 붙이는 것처럼 항상 재료들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건반 하나가 계속해서 눌려 
있어 멈추지 않아요!
연결을 끊었다 다시 연결? 컴퓨터에서 Makey Makey의 연결을 
해제한 다음 다시 연결해 보세요.

전원 공급 불량?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 벽에서 전원 공급 
장치의 연결을 해제하고 배터리를 사용해 보세요

다시 만들기? 모든 악어클립을 Makey Makey에서 분리한 후, 
하나씩 다시 연결해 보세요. 문제가 있는 자판이 여전히 눌려 
있다면, 연결 상태를 확인하세요. 어쩌다 우연히 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결을 해제했다가 다시 연결해 보세요.

실수로 접지된 경우? Makey Makey에 연결된 재료 중 하나가 
여러분의 몸이라면, 여러분이 컴퓨터의 금속 케이스를 만지거나 
신발을 신지 않고 있을 경우 "접지"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무엇을 만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합선? 아마도 절연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Makey Makey와 
연결된 재료 중 하나가 제대로 절연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를 Makey Makey에 연결하고 나무 도마위에 
올려둔 경우, 도마가 젖었나요 또는 건조한가요? 도마가 젖은 
경우, 도마 위에 있는 모든 바나나는 도마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기가 없는 마른 테이블을 이용해 보세요.

너무 습한가요? 비가 오나요? 열대우림에 있는 것처럼 너무 
습기가 많은가요? 이 경우, 때때로 종이나 천 같이 구멍이 많은 
재료들이 전도성을 띄게 됩니다. 

어떨 때는 잘 되다가 어떨 
때는 안 돼요:(
재료가 전도성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끝으로 연결을 한다면,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자판이 필요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