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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키 메이키 키트
Hands-on Experience with Makey Ma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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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키 메이키 구성품
Makey Makey – Standard and Deluxe Kit

메이키메이키 보드

전원 입력 케이블

점퍼 와이어
보드 + 전원선 +
점퍼와이어(30) +
악어클립(7)

구리테이프
(전도성 테이프)
(디럭스 키트)

악어클립
보드 + 전원선 +
점퍼와이어(30) +
악어클립 (14) + 구
리테이프(1)

메이키 메이키

메이키 메이키

스탠다드 키트

디럭스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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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이키메이키의 기본
A. 메이키메이키 소개
창의력을 키워주는 독특한 장난감! 메이키 메이키
메이키메이키는 어린아이들에게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IT, 컴퓨터 관련 장난감
입니다. 장난감이라고 소개했지만, 어른(아티스트, 엔지니어 ,발명가)들에게도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메이키메이키는 전도성(전기가 통하는 성질)을 가지는 우리 주변의 모든 만물들을
키보드, 마우스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단순하며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이지만 표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매우 흥미롭고, 무궁무진합니다.

찰흙으로 조이스틱을 만들수도, 바나나로 피아노를 만들 수 도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의 신체, 물, 나뭇잎, 종이, 연필 흑연 등 전기가 통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활용
하여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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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부터 메이키메이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
를 알아보고 직접 여러분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이용하여 흥미롭고 재미있는 컨텐츠
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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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메이키메이키 작동 원리
메이키메이키 (MakeyMakey)? Make Key!
메이키메이키는 전기가 통하는 사물을 키보드, 마우스로 만들어 주는 보드(Board)
입니다. 네모난 회로기판 위에 저항, 헤더, IC, USB단자 등 여러가지 소자들이 연결
되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작동하게 됩니다.
메이키보드 전자부품 구성에 대해 몇가지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회로기판) : 부품을 붙일 수 있는 기판으로, 기판을 자세히 보면 가느다란 선
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부품들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황색 (USB 연결 단자) : USB 케이블을 연결하여 다른 기기와 연결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검정색 (헤더) : 점퍼선을 꽂아 다른 사물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빨간색 (MCU IC) : 사람의 뇌와 같은 기능을합니다. 이 보드는 이곳에 지식을 저장해
뒀다가, 전기적 신호를 받고 명령을 전달하여 데이터를 전송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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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메이키메이키 보드의 작동원리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류를
통하게 함으로써 데이터를 전송한다’ 라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살펴봅시다.

전기는 양(+) 전기와 음(-) 전기가 있습니다. 건전지에도 (+)극과 (-)극이 존재하며, 극
이 틀리면 작동하지 않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겁니다. 전기는 높고 낮은 위치의 전기
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바로 전위라고하며, (+)극의 높은 전위, (-)극이 낮은 전위를 띄
게됩니다. 여기서 전기를 물로 비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됩니다. 전기 또한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원리
때문에 극을 제대로 연결하여야만 전류가 흘러 기기가 작동하게됩니다.
메이키메이키(Makey Makey)는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제품입니다.
사람, 바나나, 물과 같이 전도성(전기가 통하는 성질)을 띄우는 사물을 이용해 전류를
통하게함으로써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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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메이키메이키 사용방법
단순하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Makey Makey !
몇번이고 언급했지만 메이키메이키는 정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TMEGA32U4 칩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메이키메이키를 HID(마우
스, 키보드와 같은 컴퓨터 주변장치)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소프
트웨어나 펌웨어 설치 필요없이 케이블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메이키메이키를 연결하는
전원선은 mini-B USB 케이블을
사용하며, 악어클립, 점퍼와이어를
통하여 사물과 연결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전원 케이블,
점퍼와이어, 악어클립은 키트상품
에 함께 동봉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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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키메이키 보드 (Makey Makey Board) 앞 모습]

분홍색 : 컴퓨터와 연결되는 mini-b USB 전원 단자입니다.
하늘색 : 키보드의 W, A, S, D, F, G를 조작할 수 있는 핀입니다. 조작키는 프로그래밍
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Page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록색 : 마우스의 상,하,좌,우 방향키와 좌,우 클릭을 조작할 수 있는 핀입니다.
빨간색 : 출력(OUTPUT)핀입니다. 5V, GND, RST와 D14~D16(확장핀) 이용이 가능
합니다.
검정색 : 접점(GND) 핀입니다. 이곳에 연결된 사물만이 키보드, 마우스 핀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란색 : 마우스핀의 사용 상태를 나타내는 LED 입니다.
보라색 : 키보드핀의 사용 상태를 나타내는 LE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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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키메이키 보드 (Makey Makey Board) 뒷 모습]

좌측의 Left, Up, Right, Down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조작할 수 있는 연결단자이며,
우측의 Space, Click는 키보드의 스페이스바와 마우스의 좌클릭을 조작할 수 있는
연결단자 입니다. 아래의 Earth (Ground) Bar는 접점(GND)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Setup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키메이키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 Plug in USB
USB 전원 케이블을 이용하여 메이키메이키
보드와 컴퓨터를 연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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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Close Popup Window
컴퓨터에 드라이버 설치 혹은 설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클릭하거나 창을 닫아줍니다.

3단계 ) Connect to Earth
악어클립 혹은 점퍼케이블을 사용하여
메이키메이키 하단부의 “Earth(접점)”
핀에 연결해줍니다.

4단계 ) Connect to Yourself
접지핀에 연결된 악어클립의 반대쪽
단자를 자신의 신체 부위에 연결해주
세요. 그렇다면 접지 완료.

5단계 ) Connect to “Space” and Try It
악어클립과 Space를 연결한 후 양손으
로 그림과 같이 악어클립을 잡아보세요.
그렇다면 컴퓨터는 스페이스바를 인식하
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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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 Out Different Materials !
전도성을 띈다면 무엇이든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구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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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이키 메이키를 활용한 아이디어 구현
A. 메이키 메이키로 만든 피아노

준비물: 메이키메이키 키트, 건반으로 사용할 사물(예제는 찰흙과 종이건반,구리
테이프 사용), 컴퓨터, 컴퓨터에서 실행할 피아노 프로그램 (직접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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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준비해야할 것은 컴퓨터와, 컴퓨터에서 특정키를 입력하였을 때 피아노
소리가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피아노 프로그램은 다운로드를 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MakeyMakey 에서 제공되는 피아노

http://makeymakey.com/piano/

2) Piano 프로그램 다운로드 (Simple Piano)

다운로드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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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크래치를 이용하여 직접 제작하기
스크래치는 아이들의 프로그래밍 기초 교육에 적합한 툴(프로그램)입니다.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블록을 이용하여 레고를 쌓듯이 쉽고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로 피아노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https://scratch.mit.edu/ 에 접속하여 바로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2) 우리가 사용할 것은 이벤트, 소리 블록입니다. 이벤트에서는 ‘스페이스 키를
눌럿을 때’ , 소리에서는 ‘meow 재생하기’ 블록을 끌어다 오른쪽으로 옴겨주
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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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 ‘스페이스’와 ‘meow’를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스페이스는 메이키메이
키에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있는 키 W,A,S,D,F,G 상하좌우 방향키
로 변경해주도록합니다. 소리는 스크래치에서 피아노 음 소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다운로드 받아 넣어주어야 합니다.

다운로드는 http://Mechasolution.com 에서 받아주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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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핀과 인터페이스(찰흙, 구리테이프)를 연결하고, 접지(GND)를 연결해주세
요. 이상없이 연결됬다면 피아노를 연주해봅시다.

동영상 : http://blog.naver.com/roboholic84/2204469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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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메이키 메이키로 만든 DDR

준비물 : 메이키메이키 키트, 전도성 천, 테이프, 컴퓨터,
컴퓨터에서 실행할 DDR 프로그램

추억의 게임인 DDR입니다. 특별한 것 없이 앞서 배운것들을 잘 응용한다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DDR 게임 프로그램은 Makey Makey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로구성은 메이키 메이키 뒷면의 방향키를 인터페이스 (전도성 천)에 연결해주고
접지(GND) 핀은 자신의 신체에 연결해주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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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 게임 프로그램 접속하기
htt p://www.flashflashrevolution.com/FFR_the_Game.php 에 접속하여 GUEST을
누르고 난이도를 선택하여 게임을 실행해주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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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메이키 메이키로 만든 조이스틱

옛적에 유행했던 고전게임 슈퍼마리오 입니다. 메이키 메이키를 이용해 찰흙을 인터
페이스로하여 조이스틱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키와 몇가지 키만 조작하
면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을것입니다.

1) 준비물 : 메이키메이키 키트, 찰흙 , 컴퓨터, 조작할 게임 (슈퍼마리오)

2) 조이스틱 만들기
찰흙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
다. 슈퍼마리오3의 조작키는 총7가지
(상,하,좌,우 방향키, 점프, 뛰기, 선택)
이므로 7개의 모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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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슈퍼마리오 실행하기
슈퍼마리오3 다운로드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슈퍼마리오 3 다운로드 받기 클릭 Mechasolution
압축을 푼 후 아래와 같이 슈퍼마리오를 실행해 주세요.

3-1230-shin_be.nes 파일을 VirtuaNES.exe파일로 드래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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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시작되면 설정 -> 키 설정에서 메이키 메이키에 지정된 키로 키를
변경해주도록 합니다. 슈퍼마리오에서 사용하는 키는 좌측의 방향키와, 우측
하단의 START, B, A 총 7가지 키입니다.

설정창에서 슈퍼마리오 조작키를
모두 변경해주셨다면 이제 회로도
를 구성해주세요. 접지(GND)는 자
신의 신체에 연결해주고, 메이키
메이키의 키보드, 마우스 핀은 슈
퍼마리오에서 변경한 조작키에 맞
게 각각의 인터페이스(찰흙)와 연
결해주세요. 모두 연결하셨다면
게임을 시작해봅시다!
작동 동영상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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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이키 메이키 프로그래밍 (설정변경)
A. 메이키 메이키 프로그래밍 설정
메이키 메이키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레오나르도가 부트로더 되어있습니다. 부트
로더는 운영체제를 실행하기전 운영체제가 올바르게 실행되게끔 관련작업을 처리하
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BIOS

>

부트로더

>

커널

>

운영체제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부트로더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툴인
스케치에서 메이키메이키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먼저 드라이버를 설치해야합니다. 컴퓨터(스케치)에서 메이
키메이키 보드를 인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설치방법은 아래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툴 스케치 설치하기.
http://arduino.cc 접속 후 Download 클릭 후 버전에 맞게 클릭하여 다운로드(Just
Download를 눌러야 무료다운로드)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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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이키메이키 드라이버 설치하기
(1) 메이키 메이키 드라이버 다운로드

아래의 링크에서 메이키메이키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Makey Makey Driver Download Mechasolution

(2) 메이키 메이키 드라이버 설치
메이키메이키를 컴퓨터에 연결해준 후, 제어판 -> 하드웨어 및 소리 -> 장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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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과정을 실행하여, 다운로드 받은 드라이버를 메이키 메이키에 설치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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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메이키 메이키 기본 설정키 변경하기
드라이버와 컴파일러(프로그래밍 해주는 프로그램 : 아두이노 스케치)를 설치 하였으
니 본격적으로 메이키메이키의 프로그래밍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기 위해
스케치를 실행해 주도록합니다.
하얀색 공간은 메이키메이키 보드
의 뇌(ATMEGA32U4)에 전달할 명
령문을 적는 공간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
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프로그
래밍언어)로 명령을 작성해야하며,
아두이노는 C++언어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메이키메이키는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부트로더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아두이노 스케
치를 레오나르도 환경에 맞게 설정을 변경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 보드 설정 변경
도구 -> 보드 -> Arduino Leonardo
2단계) 포트 설정 변경
도구 -> 포트 -> 메키이메이키로
설정되어있는 포트
COMxx (Arduino Leona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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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달할 명령을 하얀공간에 적어 메이키메이키 보드에 업로드 해야합니다.
기본셋팅으로 업로드 되어있는 코드를 불러와 코드를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키메이키 기본 코드 다운로드 받기 클릭 Mechasolution
다운로드 받은파일에서 makey_makey.ino를 실행해주도록합니다.

실행하면 위와 같은 창이 등장합니다. 메이키메이키의 기본 설정 키 변경을 위해서는
setting.h 파일을 변경해주어야합니다. 그림의 빨간색 네모칸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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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네모칸을 클릭하면 맨위에 코드에 대한 주석(설명)이 있습니다.
1. 메이키메이키의 전송키를 변경하려면 코드배열을 편집해야합니다.
2. 주석을 보면 간단하게 입력키를 수정할 수 있다
3. 코드의 맨 아래에 특정 키에 대한 입력 코드가 있습니다.

setting.h(헤더파일)을 살펴보면 핀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W,A,S,D,F,G, 마우스
키와 같은 입력키를 변경해준 후 업로드해주면 입력키가 변경됩니다.
이외에도 헤더파일 수정으로 잡음, 마우스 감도를 설정 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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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네모칸을 클릭하면 코드가 메이키메이키 보드로 전송(업로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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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메이키 메이키 출력핀 사용하기
메이키메이키 상단의 6핀은 OUTPUT(출력) 설정 핀입니다.
5V, GND는 별도의 설치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핀은 드라이버를 설치하여
아두이노 스케치로 프로그래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V와 GND를 이용하여 LED와 모터에 전원입력하기

D14~D16은 디지털 출력 핀으로, 센서, 모터등의 외부기기를 연결하여
제어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및 디지털핀을
이용한 외부기기 제어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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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이키 메이키 키트 메뉴얼 참고 자료
1. 메이키메이키 공식 홈페이지 (프로젝트, 가이드 제공)
http://MakeyMakey.com
2.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
http://arduino.cc
3. 아두이노 스케치 기능 알아보기
http://blog.naver.com/roboholic84/220304716639
4. 아두이노 스케치 기초 코드 살펴보기
http://blog.naver.com/roboholic84/220304528366
5. 아두이노로 LED 켜기 1단계
http://blog.naver.com/roboholic84/220304737601
6. 아두이노로 LED 켜기 2단계
http://blog.naver.com/roboholic84/220305551279
7. 아두이노로 LED 켜기 3단계
http://blog.naver.com/roboholic84/220305845293
8. 아두이노로 LED 켜기 4단계 (신호등 만들기)
http://blog.naver.com/roboholic84/220319426154
9. 아두이노로 LED 켜기 5단계 (이진법 나타내기)
http://blog.naver.com/roboholic84/220330489547
10. 브레드보드 사용법
http://blog.naver.com/roboholic84/220304938273
11. 아두이노 디지털 센서값 나타내기
http://blog.naver.com/roboholic84/220329499952
12. 아두이노 커뮤니티 메카솔루션 블로그
http://blog.naver.com/roboholic84
13. 메카솔루션 공식 쇼핑몰 (메이키메이키 및 아두이노 제품 판매)
http://mechasoluti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