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키매키로
인간드럼 만들기

--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찾아
인간 드럼을 만들어 보아요.
학습목표

＊우리

주위의 물건들을 전기회로에 이용하여
전기가 통하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
별할 수 있다.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통해 우리 주위의 물건
들을 악기로 만들 수 있다.
＊전기가 통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인간 드럼
공연을 계획하고, 여럿이 함께 연주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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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컴퓨터로 음악을 연주해 보아요.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적인 내용을 이해하여 간단한 음악
을 연주하여 보자.
왜

음악을 좋아한 과학자

컴퓨터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까?
컴퓨터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복잡한 수학 문제
도 빠른 시간에 답을 구할 수 있고, 마우스나 전자펜이라
는 도구를 이용하여 그림도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음악은 어떨까? 컴퓨터에 전자기타, 전자피아노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 연주하는 음악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 저장된 내용을 연주자가 원하는 대로 수정도 가
능하다. 하지만, 컴퓨터 스스로 음악을 연주할 수 없다.
컴퓨터는 어느 악기의 소리를 갖고 있을 수 있다. 혹은 연
주음악 전체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정해진 상황이 되
면, 악기 소리 혹은 연주음악을 사람들에게 들려 줄 수 있
게 스피커로 소리를 낸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전자 피아
노를 연결하여 ‘도’, ‘레’, ‘미’,…,’도’까지 8개의 음을 서로
다른 파일로 저장하여 연주할 음악의 음 순서와 길이에
맞게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스크래치라는 프로
그래밍 도구에는 여러 가지 악기의 음들이 저장되어 있
다. 그리고, 스크래치 명령어를 통하여 연주를 할 수 있는
데, 함께 알아보자.

음악을 좋아한 과학자는
맥 스 매 튜 스 (Max
Mathews) 이 다. 맥 스 는
전화기를 발명한 연구실
에서 통신을 연구하던 과
학자였다. 그는 악기 연주
와 작곡을 취미로 갖고
있었는데, 자신의 재능을
버리지 않고 연구하는 분
야에 응용함으로써 1975
년에 세계 최초로 컴퓨터
에서 소리를 만들어 ‘In
the Silver Scale’이라는
곡을 만들었다. 이러한 맥
스의 노력은 컴퓨터 음악
의 탄생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주었다.

맥스 매튜스(1926~2011)

-5-

활동 1 컴퓨터에 악기를 연결할 수 있는지 알아 보아요.

목표

해보기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악기들을 알아보고 사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1. 가정에는 어떤 악기들이 있나요?

2. 가정에 있는 악기들 중 컴퓨터와 연결될 수 있는 악기는 무엇인가요?
악기명

연결방식

컴퓨터와 외부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컴퓨터 본체 뒷면에 보면 여러
모양의 연결 포트를 볼 수 있다. 그 중 2가지 type이 있는데, 이는 컴퓨터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이는 것은 아니다.

USB포트 : USB포트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는 포트이다.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와
같은 다양한 장비들을 연결할 수 있다. 무선
네트워크 카드도 연결 가능하기 때문에 무선
통신을 지원하는 악기는 연결선의 방해에 상
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조이스틱/midi(미디)포트 : 일부 컴퓨터 모델에서
는 이 포트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
운드카드(소리의 입출력 담당)에 존재한다. 아직
까지 컴퓨터에 연결되는 악기들이 미디포트를 이
용하여 연결되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범용
으로 쓰여지는 USB보다 소리 연출의 효과를 고려
하는 사용자는 미디포트를 이용하기도 한다.

3. 컴퓨터에 연결하고 싶은 악기는 있나요? 어떤 악기를 연결하고 싶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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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 프로그램
스크래치가 무엇일까?
스크래치(Scratch)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프로그램을 학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 개발된 도구이다.

스크래치가 다른 언어와 다른 점은?
다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려 하는 사
람의 머리 속에 외워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스크래치는 간단한
사용법만 익히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스크래치를 사용하는 방법은?
스크래치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블록 장난감을
쌓아가며 놀이하던 것처럼, 해당하는 명령 블록을 순서에 맞게
쌓아가면 된다.

스크래치2의 화면 구성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터에는 ‘프로그램’
이라는 것이 저장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뢰찾
기’게임을 프로그램이라
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프
로그래밍 언어’이다. 사람
이 사용하는 언어처럼 컴
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도
다양하다. 그 중 하나가
스크래치이다.

스크래치2 다운로드 설치
인터넷 주소 입력하는 곳
에 다음과 같은 주소를
입력한다.

스테이지

스크립트 창

위 주소에 의해 보여지는
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그
림을 마우스로 클릭한다.

스프라이트 목록
블록 팔레트

● 스테이지 : 이야기나 게임 또는 애니메이션이 보이는 곳으로 스프라이트가

움직이기도 하고 다른 스프라이트들과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곳
● 스프라이트 목록 : 스테이지에 사용된 스프라이트들을 볼 수 있는 곳
● 블록 팔레트 : 스프라이트에게 명령을 주려고 할 때 사용되는 명령 블록을

갖고 있는 곳

위 그림을 마우스로 클릭
하면 프로그램 설치가 시
작되는데, 컴퓨터 모니터
에 보여지는 내용에 따라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한
다.

● 스크립트 창 : 명령 블록을 나열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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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트 움직이기 프로그래밍
스프라이트 목록과 스테이지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스프라이트
한 개가 보인다. 마우스로
을 클릭할 때마다 10만큼씩 오른
쪽으로 이동하는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해보자.
스크래치 명령블록

스크래치 프로그램은 ‘명
령블록’이라는 것으로 만
든다. 블록팔레트에는 동
작, 이벤트, 형태, 제어, 소
리, 관찰, 펜, 연산, 데이터,
추가블록 등과 같이 10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각 블
록은 서로 연결될 수 있
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
화면에서 위와 아래로 연
결된다거나, 블록안에 다
른 블록을 넣는 형태로

블록팔레트에서 이벤트블록 모음과 동작블록 모음에서 위 그림
과 같은 블록을 스크립트 창으로 드래그하여 프로그래밍을 한
다.

스프라이트 모양 만들기 및 다른 스프라이트 불러오기
스크래치는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다. 스
크래치가 갖고 있는 다른 스프라이트를 불러올 수도 있다. 블록
팔레트창 윗부분에 보면
다.

에서 ‘모양’을 클릭한

되어 있다. 만약 잘못 연
결되었다면, 언제든지 분
리해 낼 수 있다. 사용하
지 않을 블록은 다시 블
록팔레트로 드래그하여

사용자디자인스프라이트 : 사용
자가 직접 스프라이트를 디자인
할 수 있다.

모양 파일 업로드하기 : 컴퓨터에 저장
된 파일을 스프라이트로 이용할 수 있
다.

놓으면 삭제할 수 있다.

카메라로 새로만들기 : 컴퓨
터에 캠(카메라)가 장착되면
사진을 직접 찍어 스프라이
트로 이용할 수 있다.

스크래치2의 명령블록

라이브러리에서 스프라이트 선택 : 스크래치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이미 만들어진 스프라이트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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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관련 명령블록

스프라이트에게 소리를 연결할 수 있다. 처음 스프라이트 모양
이 고양이 모양이어서 스크래치 프로그램은 고양이 소리를 지정
해 놓았다.
가 가능하다.

에서 ‘소리’부분에서 변경 혹은 추가

스프라이트에게 연결된 소리를 다음 명령에 의해 끊김 없이 끝
까지 소리를 내는 것이다.

스크래치프로그램은 1~18번에 해당하는 타악기의 음을 제공하
여 준다. 또한 그 음에 대한 박자를 지정함으로써 길이도 조정이
가능하다.

피아노를 비롯하여 전체 21개의 악기를 설정하여 연주를 할 수
있다.

위 명령블록을 통해 정해진 악기의 음에 대해 낮은 도에서 높
은 도까지의 15개 음을 고정하여 번호를 지정하였다. 지정된 번
호의 음에 대하여 길이도 조정이 가능하다.

스크래치2의 이벤트
스크래치2의 명령블록
중 이벤트와 관련된 것들
이 있다. 이 명령블록들은
스크래치2가 등장하면서
생긴 것이다.
이벤트라는 것은 컴퓨
터에 어느 특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일컫는다.
즉, ‘스페이스키를 눌렀을
때’의 이벤트는 키보드의
스페이스키를 사용자가
눌렀을 때를 말한다. 이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
용자가 스페이스키를 누
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
행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벤트 명령
블록을 이용하면, 여러 형
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다.

,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왼쪽은 현재 소리의 크기에서
지정된 수만큼 낮추거나 높이는 기능을 하고, 오른쪽은 지정된
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리크기를 변경한다.
,
음의 빠르기를 지정하는 것으로, 왼쪽은 현재의 빠르기에서 지
정한 수만큼 변경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지정된 빠르기로 변경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벤트 명령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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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스크래치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목표

해보기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기본적인 사용법을 이해할
수 있다.
1. 스크래치는 무엇을 하는 프로그램일까요?

2. 스크래치의 소리명령 블록들을 이용하여 기본음(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을 설
정하는 악기를 만들어 보자.
악기명

사용 키

3. 자신이 만든 악기를 이용하여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는 곡을 연주하여 보자.

솔, 솔, 라, 라, 솔, 솔, 미, 솔, 솔, 미, 미, 레
솔, 솔, 라, 라, 솔, 솔, 미, 솔, 미, 레, 미, 도

바르게 연주되었는가?

4. 자신이 만든 악기로 연주하고 싶은 곡을 연주하여 보자.
곡명은?

바르게 연주되었는가?

5. 친구들의 연주도 감상하여 보자.

곡명은?

느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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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키매키의 구성
매키매키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매키매키는 컴퓨터에 연결하면 추가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어떠한 전기입력 장치도 필요 없다. 그
럼 매키매키의 구성을 살펴보자.

전기회로 기본원리
전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기라는 것이 있어 일상
생활을 편리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전기는
지나가는 길이 정해져 있
고, 방향도 정해져 있다.
전기가 지나가는 길을
계획하여 만드는 것이 전
기회로이다. 전기회로는
전 기 가 출 발 하 는 곳 (+
극)과 도착하는 곳(-극)
이 있고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오른쪽 매키매키의
구성도에서 GND가 –극

USB연결
매키매키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부분이다. 매키매키가 처리한
내용들을 이 부분을 통하여 컴퓨터로 전달하고, 컴퓨터로부터
약 5V정도의 전압을 공급받는다.

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
다.

GND
매키매키는 연결되는 물체들에게 전기를 공급해 주는데, 사용
하고 남은 전기를 다시 받아 들이는 곳이다.

키보드 설정 핀

전구 밝히기 직렬회로

매키매키는 8개의 키를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키보드에서
W, A, S, D, F, G, H, J에 대하여 설정한다.

MOUSE 설정 핀
매키매키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부분이다. 매키매키가 처리한
내용들을 이 부분을 통하여 컴퓨터로 전달하고, 컴퓨터로부터
약 5V정도의 전압을 공급받는다.
전구 밝히기 병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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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연결 핀
아두이노(Arduino)라는 장비가 있다. 크기는 매키매키와 비슷한
데, 아두이노를 연결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LED, 센서, 브레드보드
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아두이노(Arduino)
아두이노는 매키매키와
같은 마이크로컨트롤러
로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컴퓨터가 처
리한 자료를 출력할 때
그 방법과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
의 움직임 정보, 온도, 습
도, 소리 등과 같은 데이
터를 센서라는 것을 이용
하여 입력할 수 있고,

방향키 설정

LED의 빛, 소리 등으로

키보드의 방향키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매키매키 보드의 그림과
같이 방향이 설정된다.

출력할 수 있다. 아두이노
를 공부하려면 전기회로
를 기초적으로 이해하면
된다.

사이띄기키
일반 키보드의 스페이브바(Space-bar) 즉, 문자를 입력할 때 문자
와 문자 사이에 공백문자 하나를 넣는 키이다.

마우스 왼쪽 클릭키
마우스의 기본적인 동작인 왼쪽 버튼의 클릭(Click)을 설정하는
부분이다.
매키매키 홍보 영상
매키매키 개발자가 만든
홍보영상 QR코드이다.

매키매키 홍보 영상(http://www.makeymak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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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매키매키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요.

목표

해보기

매키매키의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을 할 수 있다.
1. 매키매키에는 최대 몇 개의 매키매키를 연결할 수 있을까?

2. 매키매키를 이용해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스크래치2의 어떤 명령 모음
을 이용해야 하는가?

3. 매키매키를 이용해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지 나열해 보자.

번호

할 수 있는 일

1

전기가 흐르는지 검사할 수 있다.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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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우리주위에서 전기가 통하는 물체
를 음악으로 찾아보아요.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알아내기 위
해 매키매키를 사용하며, 기본적인
사용법을 이해한다.
왜

매키매키
(Makey Makey)를

사람 몸은 전기가 통할까?

사용 하기 전에.

물체에는 물질들이 있다. 하나의 물체를 이루는 재료가
물질인데,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물체들이 있다. 우리는 이
물체들을 전도체라고 한다.

매키매키는 입력장치

전도체를 이용하면, 매키매키가 어떤 물체라도 키보드
를 만들 수 있다. 일반적인 키보드는 글자를 입력하는 수
단으로 주로 사용되어지는데, 그 기능을 전기가 통하는
물체면 키보드 혹은 마우스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예를 들
어 마시는 물,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높은 곳을 오를
수 있는 계단, 우리와 같은 사람 등이 재료가 될 수 있다.

발명품이다. 모든 사물
들을 터치패드로 만들
어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다. 매키매키를 사용
할 때엔 전도체라는 것
을 미리 알아야 한다.
전도체라는 물체는 바
로 전기라는 것이 지나
갈 수 있는 물체다. 전
도체에 해당하는 물체
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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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 음악으로 전기가 흐르는 물체를 찾아보아요

목표

해보기

우리 주위에서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음악으로 알아 볼 수 있다.

1. 물체가 전기를 흐르게 하는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의 생각
친구 생각

2. 전기회로를 연결해 불이 켜지는지 검사해 보기
전기회로를 구성할 때 유
의사항
1.
2.
3.

물체의 이름

전기가 흐르는가?(O, X)

물체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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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클립은 정확히 연결
한다.
건전지의 +, -의 방향을
같게 하여 연결한다.
전구는 소켓 깊숙이 넣어
연결한다.

전기가 흐르는가?(O, X)

3. 음악으로 전기가 흐르는 물체를 알아보자.
스크래치 스크립트

물체의 이름

전기가 흐르는가?(O, X)

물체의 이름

전기가 흐르는가?(O, X)

4. 전기회로와 음악으로 전기가 흐르는 것을 검사하는 방법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공통점

차이점

5. 음악으로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찾는 원리를 적어 보자.

6. 실험활동 중 즐거웠던 점이나 부족한 점을 이야기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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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인간 드럼을 만들고 공연을 준비해 보아요.
매키매키의 동작 원리를 이용하여,
우리 사람의 몸을 드럼으로 만들어
보자.

왜

매키매키의 동작원리

사과는 전도체이다. 사과
를 만지면 사과와 유저

사람의 몸이 악기가 될까요?
앞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매키매키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면 무엇이든 연결할 수 있다. 사람도 전기가 통하
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다면, 사람도 매키매키에 연결할
수 있다.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인 악기 소리를 매키매키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통하는 물체로서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에 의해 연주를 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의 몸을 이용하여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는 스크래
치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할까?

(사용자)가 연결이 되고,
이것을 매키매키가 키보
드 신호 형태로 컴퓨터에
게 전달한다. 컴퓨터는 매
키매키를 일반적인 키보
드(혹은 마우스)로 인식
한다. 이런 특징으로 매키
매키는 키보드와 마우스
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

매키매키로 연주하는 모
습 영상 QR 코드

매키매키로 연주하는 모습 영상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VQ6uv-Fhy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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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기

춤추는 공룡 스크래치 프로그램

←,↑,→,↓의 키를 누를 때 공룡 모습 바꾸기
스프라이트를 공룡으로 변경한다. 스프라이트를 변경하면, 블록팔레트의
모양탭을 선택하면 선택한 스프라이트의 모양들을 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의 이름을 기억해 두자. dinosaur1-a, dinosaur1-b와 같이 끝에 알파벳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의 키를 누를 때의 공룡모양 바꾸기 이벤트를 지정
이벤트 명령블록 중 다음과 같은 것을 이용하여 ←,↑,→,↓키에 스프라이트 모양
을 각각 dinosaur1-a, dinosaur1-b, dinosaur1-c, dinosaur1-d의 모습이 되게 스크립
트를 구성한다.

타악기를 각각 다르게 지정하여 연주하기
←,↑,→,↓키를 누르는 이벤트에 다음과 같은 명령블록을 이용하여 연주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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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5 인간드럼 만들기 위해 모둠별로 계획을 세워 보아요.

목표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이용하여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스크래치 프로그
래밍을 할 수 있다.

해보기

1. 사람은 전기가 통할까? 통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매키매키로 드럼소리
가 나게 할 수 있을지 써보자.

2. 모둠별로 인간 드럼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워 보자.
구분

내용

프로그래밍
계획
사람 수
및 역할
사용할
드럼의 종류
각각의 드럼에
맞는 박자
동작

기타
3. 활동 중 모둠 친구와 협력은 잘된 점과 잘 안된 점을 적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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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모둠별로 공연을 해 보아요.
모둠별로 연주 발표를 듣고 해당 모
둠의

왜

잘된 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

생각하여 보자.

매키매키의 연결선을 연
장하기

어느 모둠이 즐겁고 연주를 잘 할까?
매키매키를 이용한 악기들을 모둠별로 모아, 앞서 세운
계획에 의거 연주 연습을 하여 보자. 연주를 할 때에는 모
둠원별로 역할을 충실히 하여, 다른 모둠보다 돋보이는
연주가 되도록 노력하자.
아래 동영상을 우선 감상하여, 모둠별 발표에 참고를 하
여 보자.
필요하면, 선생님의 도움아래 매키매키의 연결선을 연
장하여 사용한다.

매키매키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선은 짧아서 여
러 사람 앞에서 공연하기
적합하지 않다. 스피커선
이라는 것을 준비하여 악
어 클립에 물려 선을 길
게 만들자.

학생들의 공연하는 모습
QR 코드

학생들의 공연하는 모습
(http://www.youtube.com/watch?v=7AYK_laLj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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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6 모둠별로 악곡을 연주하고 감상해 보아요.

목표

해보기

다른 모둠의 공연을 감상하며 우리 모둠의 잘된 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1. 다른 모둠이 공연할 때 어떤 태도로 감상해야 할까?

2. 다른 모둠의 공연을 보고 잘된 점을 써보자.
모둠명

느낌

3. 우리 모둠의 공연 후에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모둠별로 의논해 정리하자.
잘된 점

부족한 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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