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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 구조
바닥에서부터 상부까지의 명칭을 알아봅
니다.

1

아래

위

  열린 하드웨어 기호 & LITTLEBITS 로고  

기능별로 색상으로 구분됨
Bits는 네 가지 범주로 그룹화되어 있고, 
색상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
      POWER(파란색): Power Bits가 전원 공급
장치와 함께 회로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INPUT(분홍색): Input Bits는 사용자 또는 
환경에서의 입력을 승인하고 이후 Bits에 영향
을 주는 신호를 전송합니다.

      OUTPUT(녹색): Output Bits는 불 켜기, 윙
윙거림, 이동... 등을 수행합니다. 

      WIRE(주황색): Wire Bits는 다른 시스템에 
연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회로를 만들 수 있
게 해줍니다.

  빌드 방향  

기본사항

먼저 이 회로로 

만들고 놀기

i20  
sound trigger

  BIT 이름  

  BIT 발  

전원:켜기

  BITSNAPS   
 ('X' 아이콘)  

 

주의: 구성요소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도감독과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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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 마법! 
Bits는 자석으로 맞물립니다. 자석은 항
상 오른쪽에 있으며, 잘못 맞물리게 할 
수 없습니다.

3

화살표가 동일한 방향을 지시해야 합니다.

BITS가 함께 맞물리지 않으면 한 바퀴 돌려 화살표가 동일한 방향
을 지시하도록 하십시오.

순서가 중요함
항상 POWER BITS가 먼저 오고 INPUT 
BITS는 그 다음에 오는 OUTPUT BITS
에만 영향을 줍니다.

4

이 BIT 다음에 OUTPUT BIT가 없으면 INPUT BIT가 신호를 보
낼 곳이 없습니다.

INPUT BIT는 다음에 오는 OUTPUT BITS에 영향을 줍니다.

PG 12에서 MAKEY 
MAKEY BIT에 대해 알아봅니다.비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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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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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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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충전기

  p1 POWER    MEET THE BIT    

모든 회로는 power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Bits가 
회전하고 윙윙거리고 불빛을 
깜박거리고 빛을 내게 하는 
전기를 제공합니다.

power Bit는 배터리의 9V 
전기를 littleBits™ 회로가 
실행하는 5V로 변환합니다. 
또한 power Bit는 회로를 
통해 신호를 전송합니다.  
이 신호를 입력과 함께 
조작하는 것이 회로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p1 power는 9V배터리 
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동 방식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유사 발명품                                                                      

  샘플 회로  

 

켜짐등

모드: on/off

  p1 POWER  

  o9 BAR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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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조광기 
스위치 스테레오 볼륨 제어

  i6 DIMMER  

  샘플 회로  

  MEET THE BIT  

이 dimmer를 앞뒤로 비틀어 
회로를 제어합니다. 손잡이를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더 
많은 신호가 뒤에 오는 Bits로 
이동하여, 불을 밝게 하거나, 
모터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buzzer의 볼륨을 높입니다.

dimmer는 수도꼭지의 
손잡이와 유사합니다. 
손잡이를 많이 돌릴수록, 
꼭지에서 물이 더 많이 
흐릅니다. dimmer도 이와 
유사하여, 시계방향으로 
돌릴수록 더 많은 전기 
신호가 흘러 들어갑니다.

  작동 방식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유사 발명품                                                                      

  샘플 회로  

깃발을 앞뒤로 흔드는 것을 
발명할 수 있습니까? 깃발이 
펄럭이는 속도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미니 도전  

  i6 DIMMER  

  o9 BARGRAPH  

  p1 POWER  

비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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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앞에서 손뼉치기 사람 귀

이것은 소리를 측정하는 
구성요소입니다.

감도: '–'는 줄어들고, '+'는 
증가합니다.

  i20 SOUND TRIGGER  

  i20 SOUND TRIGGER    MEET THE BIT  

  작동 방식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유사 발명품                                                                       

  샘플 회로  

  미니 도전  

이 Bit를 사용하여 소리로 
회로를 제어합니다! sound 
trigger는 방의 소음 수준을 
듣고 특정 수준 이상이 되면 
켜짐 신호를 보냅니다. 불이 
켜지는 Bit로 손가락 스냅에 
반응하는 회로를 만들어 
보세요.

sound trigger에는 주변의 
소음량을 측정하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소음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sound 
trigger가 3초 동안 이전 
Bits에서 신호를 내게 합니다. 
조절 다이얼을 사용하여 
Bit를 실행할 소음 수준을 
설정합니다.

너무 시끄러우면 알려주는 
알림을 발명할 수 있나요?

  o9 BARGRAPH  

  p1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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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보음

  o6 BUZZER    MEET THE BIT  

  작동 방식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유사 발명품                                                                      

  샘플 회로  

  미니 도전  

buzzer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소리를 냅니다. 이것은 
경보기 음으로 훌륭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짜증나게도 
합니다.

buzzer는 수신하는 전기 
신호를 진동으로 변환하여, 
윙윙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수신 신호가 증가할수록 
진동 세기가 커지고 소리가 
커집니다.

buzzer를 사용하여 친구와 
통신하는 방법을 발명할 수 
있나요?

  o6 BUZZER  

  i6 DIMMER  

  p1 POWER  

초인종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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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비주얼라이저 TV 볼륨

  o9 BARGRAPH    MEET THE BIT  

  작동 방식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유사 발명품                                                                      

  샘플 회로  

  미니 도전  

bargraph는 각기 다른 
색상의 5개 발광다이오드
(LED)가 있는 디스플레이와 
함께 Bit가 수신하는 신호량 
을 나타냅니다. dimmer로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램프를 만들어 보세요.

bargraph는 5개 LED를 
사용하여 전기를 조명으로 
전환합니다. 보드의 각 LED가 
켜지려면 특정 양의 신호가 
필요합니다. bargraph로 
전송되는 신호를 증가할수록 
LED가 더 밝게 비춥니다.

자신의 기분을 측정할 방법을 
발명할 수 있나요?

  i6 DIMMER  

  o9 BARGRAPH  

  p1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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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크레인

  o11 SERVO    MEET THE BIT  

  작동 방식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유사 발명품                                                                        미니 도전  

servo는 앞뒤로 흔들거나 
특정 위치로 돌릴 수 있는 
모터입니다.

기계 암과 같이 servo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17–19페이지에서 액세 
서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servo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TURN 모드에서는 
다른 Bits의 입력으로 암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dimmer
를 사용하여 원하는 각도를 
설정해 보세요. SWING 
모드에서는 한 쌍의 앞유리 
와이퍼처럼 servo가 그 
자체에서 앞뒤로 이동합니다. 
입력 신호가 스윙 속도를 
제어합니다.

servo 스윙의 움직임의 
범위는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약 110도입니다.

servo를 사용하여 책상을 
청소하는 것을 발명할 수 
있나요?

  샘플 회로  

  i6 DIMMER  

  p1 POWER  

모드: turn 또는 swing

  o11 SERVO  

앞유리 와이퍼

서보 허브를 연결합니
다. 17페이지를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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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화살표 패드

접지 패드

  w14 MAKEY MAKEY   BIT    MEET THE BIT  

  BIT 해체  

Makey Makey Bit는 매일 
전도성 물체(예: 바나나)를 
회로나 심지어 컴퓨터까지 
제어하는 트리거로 
전환합니다. 악어 클립을 
사용하여 Makey Makey 
Bit를 이러한 물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24–25
페이지에서 전도성 물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bitSnaps 세 개 중 하나로 
Makey Makey Bit에 전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pace/click 패드

왼쪽 화살표 패드

모드: space/click

신호 표시기컴퓨터로 연결 
하는 마이크로 
USB

  키패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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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키보드 OPERATION GAME

두 악어 클립의 금속 
끝을 만지면 왼쪽 화살표 
패드 정반대의 buzzer가 
활성화됩니다.

Makey Makey Bit에서 녹색 LED
가 켜져 트리거 중인 키패드를 
나타냅니다.

  샘플 회로 #1    작동 방식  

Makey Makey Bit는 
키패드(왼쪽 화살표, SPACE/
CLICK 또는 오른쪽 화살표)
가 전도성 물질을 통해 접지 
패드에 연결될 때 이어지는 
Bits로 켜짐(ON) 신호를 
보냅니다. 샘플 회로 #1
에서는 두 악어 클립을 
동시에 만질 때 전기가 왼쪽 
화살표 키패드를 접지 패드로 
흘러, buzzer에 켜짐(ON) 
신호를 트리거링합니다. 
이렇게 작동하는 것은 인간이 
전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참고: 이 Makey Makey Bit 
상호 작용을 하려면 키패드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SPACE/CLICK)를 전도성 
물질을 통해 접지 패드에 
연결해야 합니다.

두 악어 클립
을 동시에 만집
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유사 발명품                                                   

Makey Makey Bit로 장난감을 
발명할 수 있나요? 장난감을 
트리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도성 재료는 무엇인가요?

  미니 도전  

  p1 POWER  

  w14 MAKEY MAKEY  

  o6 BUZ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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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 방식  

마이크로 USB 케이블로 
Makey Makey Bit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이 비트가 
키보드 또는 마우스처럼 
작동하여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SPACE/CLICK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ACE/CLICK 패드와 접지 
패드를 터치할 때, 이것은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고: 이 Makey Makey Bit
와 상호 작용을 하려면 
키패드(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SPACE/CLICK)를 
전도성 물질을 통해 접지 
패드에 연결해야 합니다.

  샘플 회로 #2  

회로 완료 컴퓨터의 스페이스바 활성화

  p1 POWER  

SPACE/CLICK 패드에서 SPACE 
(스페이스바) 기능과 CLICK(컴퓨터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기능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w14 MAKEY MAKEY  

MA   KEY

i12 temp.
sensor:

Fahrenheit
mode

i13 light
sensor:

light mode

o11 servo:
swing mode

Makey Makey:
click mode

i12 temp.
sensor:
celsius
mode

i13 light
sensor:

dark mode

o11 servo:
turn mode

Makey Makey:
space mode

모드: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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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y Makey Bit가 sound trigger와 
bargraph에서 신호를 수신하면 컴퓨터 
에서 마우스 클릭을 트리거합니다.

  w14 MAKEY MAKEY  

  작동 방식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통해 Input Bits를 사용하여 
컴퓨터의 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각 Input bitSnap
이 Makey Makey Bit에서 
연결된 키패드를 제어합니다.

  샘플 회로 #3    샘플 회로 #3  

컴퓨터의 마우스 클릭 활성화

  p1 POWER  

i12 temp.
sensor:

Fahrenheit
mode

i13 light
sensor:

light mode

o11 servo:
swing mode

Makey Makey:
click mode

모드:
CLICK

  o9 BARGRAPH  

  i20 SOUND TR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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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7 접착 슈즈   액세서리 소개  

슈즈는 Bits 발로 미끄러지고 
회로를 함께 고정합니다. 
슈즈 바닥에는 떼어낼 수 
있는 빨간색 접착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표면에 회로를 고정하기에 
훌륭합니다.

  작동 방식  

먼저 littleBits 회로를 
맞물리게 합니다. 그런 다음 
Bits 발을 슈즈 구멍에 눌러 
넣고 회로를 선택한 표면에 
놓습니다.

종이, 카드보드, 플라스틱 
등의 표면에 접착 슈즈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정하세요! 접착제를 
떼어 내고 고착시키면 
됩니다. 참고: 슈 접착제는 
일회용입니다. 

Bit 발이 슈즈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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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9 서보 허브    액세서리 소개  

  작동 방식  

서보 허브를 사용하여 재료를 
서보 모터에 쉽게 연결하고 
더 복잡한 움직임을 littleBits 
발명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서보 모터에서 서보 허브를 
살짝 당기면 서보 허브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명을 위한 구멍 
배치를 변경해야 할 경우 
유용합니다.

샤프트의 이빨을 허브 구멍의 
이빨과 맞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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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pie™ 크기 마커를 
꽂습니다.

펜을 꽂습니다.

  a23 기계 암    액세서리 소개  

기계 암은 서보 허브와 DC 
motor(동봉되어 있지 않음) 
샤프트에 연결되어 누르기, 
당기기, 던지기를 위한 많은 
지렛대를 제공합니다. 

  작동 방식  

기계 암을 서보 허브에 
연결하려면 (동봉된) #6 
나사 2개와 십자 나사못 
대가리 십자 드라이버(
자주색 십자 드라이버 아님)
를 사용합니다. 서보 허브의 
구멍으로 나사를 끼워 
고정합니다.

끝에 있는 큰 구멍 2개는 
펜과 마커를 꽂아두기에 
완벽합니다.

십자 나사못 대가
리 십자 드라이
버 사용포함된 #6 나사로 서보 

허브에 연결합니다.



19

십자 나사못 대가리 
십자 드라이버 사용

장착 보드용 발과 
슈즈

동봉된 #6 나사로 
서보 마운트에 
연결합니다.

  a24 서보 마운트    액세서리 소개  

서보 마운트를 사용하여 서보
를 장착 보드 또는  
littleBits 슈즈 한 쌍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암이 자
유분방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보를 안정시키기에 탁월한 
방법입니다.

  작동 방식  

제 위치에 채워지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측면에서 
서보를 밉니다. 서보가 위/
아래로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면 동봉된 나사와 
십자 나사못 대가리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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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6 장착 보드    액세서리 소개  

장착 보드는 일부 발명품의 
백본과 유사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회로를 본래 그대로 
유지하고 쉽게 주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차량과 같은 발명품 제작에 
유용한 구조를 제공합니다.

  작동 방식  

littleBits 회로와 함께 
스냅핑하고 Bits의 발을 
장착 보드의 구멍에 눌러 
넣습니다. 

참고: 회로를 보드에 눌러 
넣으려면 회로가 완전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Bits
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흰색 회로 보드가 아닌 
BITSNAPS에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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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서리 소개  

악어 클립을 사용하여 Makey 
Makey Bit를 전도성 물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  

클립과 와이어는 
전도성이므로 악어 클립은 
Makey Makey Bit 이상으로 
전기 신호를 확장합니다. 
Bit에 연결하려면 클립의 
플라스틱을 집어서 연 다음 
보드의 구멍에 넣습니다. 
클립의 자유 끝을 전도성 
물질 또는 물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도성 물질에 
대한 개념은 2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클립을 집어 열고 보드에 제공
된 구멍에 넣습니다.

  액세서리 소개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Makey Makey Bit
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작동 방식  

마이크로 USB 케이블은 
Makey Makey Bit와 
컴퓨터 간에 신호 정보를 
전송합니다. 예를 들어, 
Makey Makey Bit의 왼쪽 
화살표 패드를 트리거할 
때 정보가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어 컴퓨터의 왼쪽 
화살표 키를 제어합니다.

  마이크로 USB 케이블  

  악어 클립  

큰 플러그가 컴퓨터에 
연결됩니다.

작은 플러그가 Makey 
Makey Bit에 연결됩니다.



22

  CREATE  

조립합니다. 지침에 따라 만들거나 상상한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작동하지 
않거나 완벽하지 않은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시험해 볼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입니다.

  PLAY!  

사용하세요! 만든 것을 플레이하는 것은 
재밌기도 하지만, 발명의 중요한 일부분이 
됩니다. 플레이는 테스트 실행과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발명품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발명품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REMIX  

발명품을 개선합니다. 실험을 계속하세요! 새 
Bits를 추가하거나, 다른 발명품과 부품을 
교체하거나, 모든 조각을 해체하고 다른 
방식으로 조립합니다.

  SHARE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유한 것을 찾아보고 영감을 받으세요. 
발명품을 만들고 재생하고 다른 발명품과 
다시 섞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발명품이 
멋지게 탄생합니다.

LITTLEBITS™ INVENTION 
CYCLE

INVENTION CYCLE이란? Invention Cycle
은 발명 과정의 로드맵입니다. 각 단계는 
아이디어를 찾고 발명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체 활동과 질문입니다. 

INVENTION CYCLE을 정확하게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까? 아니요!  원한다면 만드는 
동안 플레이나 공유하는 중에 재구성 할 
수 있습니다. Invention cycle의 각 단계는 
다른 사고와 제작 방법을 나타냅니다. 이들 
단계는 순서대로 잘 작동하지만, 좋은 설계 
프로세스가 항상 약간 골치덩이입니다.

THE  
LITTLEBITS 

INVENTION 
CYCLE

PLA
Y

SH
A

RE

CREATE

RE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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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2 temp.
sensor:

Fahrenheit
mode

i13 light
sensor:

light mode

o11 servo:
swing mode

아이콘 색인
전원 켜기/끄기
p1 power Bit에는 켜기/끄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
을 사용하여 켜거나 꺼야 할 
때를 알 수 있습니다.

회로 테스트
새 발명품을 재생하기 전에 전
원을 켜고 모든 Bits가 제 몫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이얼을 시계방향(CW) 
으로 돌리기:
자주색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
하여 Bit의 다이얼을 시계방향
으로 끝까지 돌립니다.

전문가 팁
이러한 다채로운 littleBits 지
혜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십시
오. 이러한 팁은 발명 기술을 
쌓고 발명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추가 중요 정보! 
이 아이콘을 통해 작지만, 놓
쳐선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단
계가 있는 경우를 알 수 있습
니다. 이것들을 무시하면 발
명품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 악어 클립을 동시에  
만지기
악어 클립의 느슨한 양 끝
에 있는 금속을 만지면 신
체의 전도성을 이용하여 
Makey Makey Bit 회로가 완
성됩니다.

다이얼을 시계반대방향(CCW)
으로 돌리기:
자주색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
하여 Bit의 다이얼을 시계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돌립니다.

고무 밴드와 마스킹  
테이프 사용
이 아이콘은 어떤 것을 제 위
치게 고정하기 위해 고무 밴
드 또는 어떤 마스킹 테이프
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알
려줍니다. 

십자 나사못 대가리 십자  
드라이버
세트와 함께 동봉된 금속 나사
에는 십자 나사못 대가리 십자 
드라이버(동봉되어 있지 않음)
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나사에
는 자주색 플라스틱 십자 드라
이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위 사용
이 아이콘이 나타나면 가위
를 사용하여 조립 부품을 자
릅니다. 

모드 변경
일부 Bits에는 Bit 작동 방식을 
변경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통해 스위치의 
현재 모드를 알 수 있습니다.

비틀기
때때로 Bits의 구성요소를 비
틀어야 합니다. 화살표 방
향이 돌리는 방향을 나타
냅니다. 

악어 케이블 연결
악어 클립의 등을 꽉 잡고 팁
을 각각 구멍에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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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체와 절연체
악어 클립으로, 전도 물질을 MAKEY MAKEY BIT로 성능이 강화된 발명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재료는 다른 재료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전도체(예: 과일)는 전류를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절연체(예: 양말)는 전류를 흘려보내지 않는 물질입니다. 이들은 Makey Makey Bit
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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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전도체

알루미늄 
호일

은제품

사람과 애완
동물

금속 주전자
와 팬

과일과 야채

대부분의 
액체

열쇠

흑연

식물

동전
금속은 뛰어난 전
도체를 만듭니다.

물이 들어 있는 대부분의 것은 
전도성입니다(참고: Makey 
Makey Bit는 방수가 되지 
않음).

미니 도전: Makey Makey Bit와 전도체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긴 회로는 무엇입니까? 방 주변을 
이동할 수 있습니까? 대략 집 둘레는 어느 정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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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EPY EYEBALLS 

소음을 들을 때마다 녹색으로 발광하는 섬뜩한 친구를 발명해 
보세요. Creepy Eyeballs이 독특한 성격을 갖게 만든 다음, 
부엌 팬트리에 이 새 친구를 세워서 아빠를 놀래키거나, 침대 
밑에 놓고 애완동물에게 장난을 칩니다!

발명품 01

  20
MIN
(최소)

시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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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배터리와 케이블

•종이
•마커
•가위

•마스킹 테이프

(동봉되어 있지 않음)

p1 power i20 sound trigger

템플릿 A

o9 bargraph a7 접착 슈즈 (×2)a4 십자 드라이버

회로를 만듭니다.1

BITS + 재료

  o9 BARGRAPH  

  i20 SOUND TRIGGER  

  p1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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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TRIGGER를 조절하고 테스트합니다. 손뼉을 치면 bargraph가 3초 동안 
켜집니다. 3

회로에 접착 슈즈를 누릅니다. 2

감도 '+'시계방향으로 
끝까지 

전원:
켜기

회로 테스트74페이지의 문
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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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위에 템플릿을 
놓습니다. 5

템플릿 A를 조립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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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정의합니다! 종이에 미친 눈알을 그리고 템플릿 안에 넣습니다. 7

소리로 작동되는 CREEPY EYEBALLS를 가져와서 불을 켭니다! 소리를 냅니다. 6

가위 사용:
맞춤 눈 한 쌍을 잘라
냅니다. 

테이프 사용:
눈을 고정합니다.

전문가 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서는 크리피 눈을 어두운 
곳에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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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친구를 놀라게 하세요! 
집 어두운 곳에 Creepy 

Eyeballs를 둡니다. 거울에 
비춰질 때 무섭나요?  

작동 방식
POWER Bit는 회로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소리를 탐지할 때 SOUND TRIGGER
가 3초 동안 신호를 통과시킵니다.

BARGRAPH는 신호를 수신하면 점등되어, 
피조물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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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게 합니다. servo를 추가하여 
으스스한 장난감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들 중 일부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명품을 맞춤 정의해 봅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작품을 내놓으세요! 

CREEPY EYES를 새로운 장소에 
가져옵니다. 방문자를 맞이하는 문에 
걸어두거나 완전히 새로운 신호를 
만드십시오!

다른 물건을 해킹합니다. 회로를 방 
주변에 있는 다른 물체에 추가하여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B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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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COLLAGE
사용자의 명령에 씰룩씰룩 움직이고 춤을 추는 대화형 작품을 
발명해보세요. 잡지의 이미지, 벽의 포스터 또는 학교에서 
만든 미술품으로 만든 독특하게 움직이는 작품으로 벽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발명품 02

  30
MIN
(최소)

시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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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배터리와 케이블

•십자 나사못 대가리 
십자 드라이버

•가위
•마스킹 테이프

•잡지, 포스터 또는 
미술품

(동봉되어 있지 않음)

p1 power i6 dimmer o11 servo

#6 나사(×3)

회로를 만듭니다.1

BITS + 재료

  o11 SERVO  

  i6 DIMMER  

  p1 POWER  

a7 접착 슈즈 (×4) a23 기계 암
a24 서보 마운트 a19 서보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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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O를 서보 마운트에 측면에서 누르고 나사로 고정합니다.3

서보 허브를 SERVO에 누릅니다.2

십자 나사못 대가리 십자 드
라이버 사용

한 개
나사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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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로에 접착 슈즈를 누릅니다. 5

기계 암을 서보 허브에 연결합니다.4 십자 나사못 대가리 
십자 드라이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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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를 테스트합니다. 전원을 켜고 dimmer 손잡이를 돌립니다. servo 와 기계암이 
앞뒤로 스윙해야 합니다. 7

SERVO를 SWING 모드로 설정합니다.6

i12 temp.
sensor:

Fahrenheit
mode

i13 light
sensor:

light mode

o11 servo:
swing mode

모드:
SWING

회로 테스트 문제 해결
74페이지

전원: 
켜기

비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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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 
사용

가위 사용

움직이는 이미지를 기계 암에 부착합니다.9

MOVING COLLAGE의 스토리를 만듭니다. 두 개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배경 
이미지와 움직이는 이미지를 잘라냅니다.8

  이
 포

스
터

를
 조

심
스

럽
게

 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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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

가
 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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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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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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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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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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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접착 슈즈의 겉지를 떼내고 회로를 콜라주에 고착시킵니다. 11

배경 이미지를 벽에 붙이고 네 모서리에 모두 테이프를 붙입니다.10
테이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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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게 합니다! dimmer를 틀어 동영상 요소를 배경에서 더 빨리 또는 더 
느리게 움직이게 합니다.12

원하는 곳으로 스윙하도록 
기계 암의 위치를 조절합니다.
75페이지의 문제 해결

테이프 사용: 벽에 
배터리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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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COLLAGE를 방에 
걸어두고 사람들이 dimmer
를 돌리고 미술품과 상호 

작용하게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작동 방식
POWER Bit는 회로에 신호를 보냅니다.

DIMMER는 servo로 이동하는 신호량을 
제어합니다.

SERVO의 속도는 dimmer에서 수신하는 
신호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신하는 신호 
양이 많아질수록, 스윙 속도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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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일부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명품을 맞춤 정의해 
봅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작품을 내놓으세요! 

3D로 만듭니다. 작품을 게임으로 
전환합니다. 움직이는 후프로 종이 
비행기를 날립니다. 목표 속도를 
높여 정밀도를 테스트합니다.

조명 효과를 더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해 보세요! 회로에 bargraph를 
추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형으로 만듭니다. 미술품이 
소리에 반응하게 할 수 있습니까? 
회로가 소리에 반응하도록 dimmer
에 대한 sound trigger를 교체해 
보십시오.

B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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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ZZING 
BOOKLET
이 소책자와 Makey Makey Bit를 사용하여 버저를 
발명해보세요. 이제 거의 모든 것을 전자 장치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같은 임의 재료를 믹스에 넣고 더 괴상한 
기계를 만들고 이러한 것을 사용하여 게임을 만듭니다.

발명품 03

시간 수준

  20
MIN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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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배터리와 케이블

악어 클립(×2)

•연필

(동봉되어 있지 않음)

p1 power o6 buzzerw14 Makey MakeyTM Bit

회로를 만듭니다.1

BITS + 재료

a7 접착 슈즈 (×2)

  o6 BUZZER  

  w14 Makey Makey  

  p1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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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악어 클립을 MAKEY MAKEY BIT에 부착합니다. 하나는 SPACE/CLICK 패드에, 
다른 하나는 접지 패드에 부착합니다.3

회로에 접착 슈즈를 눌러 BITS를 고정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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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을 켜고 회로를 테스트합니다. 몸이 전도성이므로, 두 클립을 모두 만지면 전기가 
Makey Makey Bit를 통과하여, 켜기(ON) 신호를 buzzer Bit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4

회로 테스트
문제 해결 74

전원:
켜기

두 악어 클립을 동시에 
만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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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모서리를 접고 접힌 깃에 
있는 버튼을 세게 누릅니다. buzzer가 
소리를 내야 합니다.

연필을 사용하여 가능한 진하게 세 가지 
모양을 채웁니다.5

7

여기서 접기

악어 클립을 이 페이지의 연필로 그린 
가장자리에 부착합니다.6

흑연 연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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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어요! 이제 소책자는 전자 장치입니다. 친구와 
일반상식 게임에 

도전하고 누가 가장 
빨리 대답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작동 방식
POWER Bit는 회로에 전기를 제공합니다.

MAKEY MAKEY Bit는 SPACE/CLICK 패드와 
접지 패드가 연결될 때 켜기(ON) 신호를 
보냅니다. 페이지를 접을 때 연필로 표시한 
모양을 터치하여, 전기가 회로로 흐르게 
합니다.

BUZZER가 Makey Makey Bit에서 신호를 
받으면 소리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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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일부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명품을 맞춤 정의해 
봅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작품을 내놓으세요! 

주먹 하이파이브로 버저를 활성화합니다!  
한 사람이 접지 클립을 잡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은 SPACE/CLICK 
클립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면 
buzzer가 울립니다!

다른 사물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이 소책자에 클립하는 대신, 각 악어 
클립을 금속 기구나 식품과 같은 
다른 전도성 사물에 클립해 봅니다. 
두 사물을 모두 만지면 buzzer가 
작동됩니다.

다른 전도성 사물을 사용하여 연필로 칠한 모양을 연결하고 BITS를 트리거합니다.  
스푼이나 동전과 같은 금속 물체나 바나나 또는 레몬과 같은 음식물을 가져와서  
두 모양을 동시에 만집니다.

B

C

A

윙
윙

! 윙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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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GLAR BUZZER

범행을 저지르려는 절도범을 잡는 당신만의 도난방지 
경보기를 발명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물건을 가져가려고 
할 때 소리를 내고 지키는 이 자동 경보 장치로 소중한 
물건들을 보호하세요. 당신이 있을 때 강도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발명품 04

  30
MIN 
(최소)

시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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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배터리와 케이블

악어 클립(×2)
Rule Your Room 키

트 상자

•종이
•가위

•마스킹 테이프
•끈

•알루미늄 호일

(동봉되어 있지 않음)

p1 power o4 buzzer a26 장착 보드

회로를 만듭니다.1

BITS + 재료

  o4 BUZZER  

  w14 MAKEY MAKEY  

  p1 POWER  

w14 Makey MakeyTM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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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 클립 하나를 왼쪽 화살표 패드에 클립하고 두 번째 악어 클립을 접지 패드에 
클립합니다.3

회로를 장착 보드에 누릅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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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일의 큰 조각을 'RULE YOUR 
ROOM' 키트 상자 바닥에 테이프로 
붙이고 호일의 다른 작은 조각을 
테이블 상단에 붙입니다.

5

전원을 켜고 회로를 테스트합니다. 몸이 전도성이므로, 두 클립을 모두 만지면 전기가 
Makey Makey Bit를 통과하여, 켜기(ON) 신호를 buzzer Bit로 트리거링할 수 
있습니다.4

두 악어 클립을 동시에 
만지기 

회로 테스트74페이지의 
문제 해결

전원:
켜기

테이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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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로를 상자 측면에 부착하고 악어 클립을  
두 대의 호일 조각에 부착합니다.

트립 와이어 만들기 – 이것이 BURGLAR BUZZER를 울리게  
하는 것입니다. 호일의 작은 조각보다 큰 종이 조각을  
자릅니다.

6 테이프 또는 고무 밴드
를 사용하여 장착 보드
를 상자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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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트립 와이어와 보호할 사물에 끈 조각을 테이프로 붙입니다.

트립 와이어를 호일의 작은 조각을 완전히 덮도록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자 바닥의 호일에 닿지 않게 합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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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를 트립 와이어에 내려 
놓고 사물을 상자 위에 
놓습니다.

테스트 실행을 수행합니다! 
돼지저금통을 상자에서 
꺼내면 호일의 두 조각 
사이에서 트립 와이어가 
빠져나와, BURGLAR  
BUZZER를 울립니다.

10

11

테이프 사용상자를  
테이블 위에 고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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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경보기 음을 울리지 않고 

돼지저금통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작동 방식
POWER Bit는 회로에 전기를 제공합니다.

왼쪽 화살표 패드와 접지 패드가 연결되면 
MAKEY MAKEY Bit가 켜기(ON)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경우는 종이를 빼내고 
호일의 두 조각을 만져서 전기가 회로로 
흐르게 할 때입니다.

BUZZER Bit는 Makey Makey Bit에서 
신호를 받을 때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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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을 강화합니다. servo를 사용하여 
펄럭임 신호를 만들어봅니다.

이들 중 일부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명품을 맞춤 정의해 봅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작품을 내놓으세요! 

잠행하는 BUZZER를 만듭니다. 
발명품이 방에서 잘 어울리게 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가정용 물품에 
부착해 보세요.

다른 상황에서 시도해 봅니다. 누구에게 
장난을 칠 지 보세요!

B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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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DEFENDER
당신의 물건을 지키는 당신만의 방어 시스템을 발명해보세요. 
경고: 접근 금지! Domain Defender를 서랍에 연결하세요. 
누군가가 침입하면 이 충직한 발사 장치가 발사체를 
쏩니다. 이것을 재구성하여 정확성, 힘 또는 위장 능력을 
강화하십시오.

발명품 05

  40
MIN 
(최소)

시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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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배터리와 케이블

#6 나사(×4) 템플릿 B
a26 장착 보드

• 알루미늄 호일
•마스킹 테이프

•두꺼운 책
•서랍

(동봉되어 있지 않음)

p1 power o11 servow14 Makey MakeyTM Bit

회로를 만듭니다.1

BITS + 재료

a24 서보 마운트

악어 클립(×2)

a23 기계 암

  o11 SERVO  

  w14 MAKEY MAKEY  

  p1 POWER  

a19 서보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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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O를 측면에서 서보 마운트로 누르고 나사로 고정합니다.3

서보 허브를 SERVO에 누르고 SERVO를 TURN 모드로 조절합니다.2

십자 나사못 대가리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한 개
나사만 필요

모드:
TURN

i12 temp.
sensor:

Fahrenheit
mode

i13 light
sensor:

light mode

o11 servo:
swing mode

i12 temp.
sensor:
celsius
mode

i13 light
sensor:

dark mode

o11 servo:
tur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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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이 켜졌을 때, 기계 암을 서보 
허브에 연결하고, 그림과 같이 장착 
보드에 병렬로 연결합니다.5

전원:
켜기

십자 나사못 대가리 십
자 드라이버 사용

회로와 서보 마운트를 장착 보드에 누릅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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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Y MAKEY BIT에서 악어 클립 하나를 왼쪽 화살표 패드에 클립하고 두 번째 악어 
클립을 접지 패드에 클립합니다.

회로를 테스트합니다! 두 악어 클립의 끝을 모두 만지면 SERVO가 오른쪽으로 
스윙합니다.

6

7
회로 테스트74페이지의 
문제 해결

두 악어 클립을 동시에 
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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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를 책에 부착합니다.8

테이프 또는 고무 
밴드 사용: 회로를 
책에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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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호일 조각 사이
에 작은 간격을 둡
니다!

템플릿 B를 사용하여 발사 장치용 통을 만듭니다.10

호일의 두 조각을 서랍 가장자리에 
테이프로 붙이고 악어 클립을 표시 
된 대로 호일에 부착합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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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책 한 장의 반지 또는 작은 호일 조각을 구겨 실행합니다.12

통을 기계 암의 자유 끝으로 밀어 
넣습니다.11

전문가 팁:필요하다
면 테이프를 사용하
여 템플릿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구긴 발사체에 고발 
메모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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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시간! 서랍을 열면 호일 
조각이 건드려져서 servo가 
작동됩니다.13

회로 테스트74페이지의  
문제 해결

krs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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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자인 척하여 서랍을 
뒤져봅니다. 발사 장치가 

오른쪽으로 향합니까? 방어 
시스템을 더 효율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작동 방식
 왼쪽 화살표 패드와 접지 패드가 연결되면 
MAKEY MAKEY Bit가 켜기(ON)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서랍이 열리고 두 호일 
조각을 만져 전기가 회로로 흐르게 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SERVO는 신호를 수신할 때 돌면서 기계암을 
회전시키고 발사체를 던집니다.

기계 암: 통이 허브에서 멀어질 때 허브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힘도 더 많이 듭니다. 
암이 너무 길어지면 servo 모터를 제압하여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거리와 힘 간의 이 
관계를 토크라고 합니다.

POWER Bit는 회로에  
전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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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일부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명품을 맞춤 정의해 
봅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작품을 내놓으세요! 

경보기를 추가합니다. 방어 시설에 
buzzer를 추가해 보고 활동하는 
침입자를 잡으세요!

발사 암을 개선합니다. 암을 펴거나 
종이컵과 같은 다른 재료를 위해 통 
템플릿을 바꿔 봅니다.

방어 시설을 위장합니다.DOMAIN 
DEFENDER를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다른 물체 뒤에 숨겨 침입자가 추측 
하게 합니다.

B

C

A
침입자인 척하여 서랍을 

뒤져봅니다. 발사 장치가 
오른쪽으로 향합니까? 방어 
시스템을 더 효율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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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기기 발명

음식을 가지고 놀기 시작할 때입니다. 자동 사료 공급기, 양념 
캐터펄트, 시리얼에 정량의 우유를 추가했을 때 알려주는 
경보기...이 과제에 대한 사용자의 임무는 요리와 식사의 
미래를 발명하는 것입니다. 

도전

1

3

2

4

매일 먹는 음식 목록을 만듭니다. 이러한 
음식을 준비하고 요리하고 먹을 때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봅니다(예: 재료 
구하기, 요리하기, 먹기, 치우기). 

BITS와 재료를 훑어보고 각각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합니다. 동작, 빛 
또는 소리가 유용할 수 있습니까? Bit
가 무엇을 하는지 또는 이것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잘 모른다면 이것을 
회로에 스내핑하고 재생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Bit 색인' 
섹션(6–21페이지)을 읽으십시오.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좋아하는 것을 
고르고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처음 
시도에서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작업하려는 문제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재미 있거나 
삶을 더 편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매일 BITS로 개선할 수 있는 사물을 살펴보
십시오. 의자, 주전자와 팬, 우유 주전자는 모두 프로
토타입을 만들기 위한 훌륭한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60
MIN 
(최소)

시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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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B

2

황당하고 기이한 실험을 발명 프로세스의 
일부로 만듭니다. 때때로 정말로 멋진 
아이디어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떠오릅니다. 눈을 감고 무작위로 Bit를 
집으세요. 그것을 발명품과 결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친구들과 발명의 밤 파티를 엽니다. 
발명하고 식사하는 밤으로 친구를 
모읍니다. 발명품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함께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확인하여 나중에 간단한 저녁식사를 
갖도록 합니다.

발명품을 가지고 하는 놀이가 예상했던 
방식으로 진행되었나요? 이제 수정과 
향상으로 실험할 때입니다. 사물을 
더 튼튼하게 하거나, 이동 부품의 
기계학에 대해 작업하거나, 임무 달성을 
위해 다른 Bits 사용을 시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기 프로토타입의 사진 또는 동영상도 
공유합니다. littleBits 커뮤니티는 
발명에서 시도한 모든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합니다. 발명품을 설정하고 
이것의 작동 방식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발명품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이것도 
발명 과정의 부분입니다! 작동하는 것과 
작동하지 않는 것을 기록하여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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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발명을 원하세요?

CARROT CONTROL PAD
음식을 사용하여 은하를 구할 
수 있나요? 이 당근 제어 
패드는 Makey Makey™ 
Bit를 사용하여 즐겨 찾는 
컴퓨터 게임을 제어합니다.

TOP SECRET SAFE
소중한 소유물을 늘 감시하여 
앞에 잘 보이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오른쪽 
책을 당기면 이 트리거로 
작동되는 상자가 열립니다.

PROGRAMMABLE  
POP-UP PUPPET 
모든 아이는 장난할 때 
파트너를 필요로 합니다. 
엄마에게 장난을 치고, 
컴퓨터를 보호하고, 원하는 
것을 말하도록 코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능한 팝업 
인형을 만드세요!

발명품 07

발명품 06

발명품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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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브레인스톰(BRAINSTORM)  브레인스토밍은 많은 아이디어들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방법에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치게 하는 것입니다. 종종 예기치 않은 곳에서 최상의 솔루션이 
나옵니다.  회로(CIRCUIT)  회로는 전기 전류가 따라가는 경로입니다.  시계방향(CLOCKWISE)  
시계침과 동일한 방향으로 돌리기.  전도체(CONDUCTOR)  전도체는 전기 전류를 쉽게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재료입니다.  시계반대방향(COUNTERCLOCKWISE) 시계침과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CREATE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첫 번째 프로토타입으로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Invention Cycle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INPUT  Input Bits는 버튼, 
스위치, 센서이며, 시스템의 눈과 귀입니다. 이들은 주변 상황을 해석하여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절연체(INSULATOR)  절연체는 전기 전류가 통과되지 않게 하는 재료입니다.  발명
(INVENTION)  자신의 고유한 독창성, 실험 그리고,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OUTPUT  
Ouput Bits는 Input Bits에서 명령을 받아서 시각적, 물리적, 청각적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점등, 윙윙거림 또는 이동 등과 같은 명령을 수행합니다.  PLAY  이것은 
처음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는 Invention Cycle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POWER  일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입니다.  프로토타입(PROTOTYPE)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위해 설계된 
모델입니다.  REMIX  이것은 프로토타입을 변경해 보고 프로토타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는 Invention Cycle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센서(SENSOR)  센서는 주변 환경에 
있는 것을 탐지하거나 측정하고 이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SHARE  이것은 
자신이 발명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고 다른 발명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Invention Cycle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신호(SIGNAL)  신호는 한 Bit에서 다른 Bit로 보낸 
전기 메시지입니다. Input Bits는 이 신호가 보내는 메시지를 변경합니다. Output Bits는 이 
신호를 동작(조명, 동작, 소리 등)으로 변환합니다.  볼트(VOLTS)  회로로 전기 전류를 밀어 
넣는 전기 압력의 측정 단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압은 배터리 또는 발전기로 공급됩니다. 
 WIRE  wire를 사용하여 Bits 간에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델 빌딩 맨 위에 
조명을 달아야 할 때처럼, 체인을 끊어야 할 때마다 시도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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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내 회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 power Bit가 켜져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빨간색 LED
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새 9V 배터리로 교체해 봅니다. 배터리 부족으로 인해 

회로가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Bits에 다른 전원 요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명이 밝게 비춰지는 동안에는 

모터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전원 케이블이 배터리와 power Bit 모두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Bits가 올바른 순서로 배열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각 

회로 시작 위치에는 power Bit와 전원 공급장치가 

필요하고 끝에는 output Bit가 필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체인의 마지막 Bit가 input이면 이것은 회로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  연결부를 확인하십시오. 모든 Bits가 서로 단단히 

맞물려 있습니까? 또한 슬리브와 같은 부드러운 

천으로 bitSnaps 끝을 가볍게 닦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강한 연결 경로에 먼지가 침투합니다. 스냅을 

풀고, bitSnaps를 청소하고 다시 스내핑해 봅니다. 

내 SOUND TRIGGER 회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회로가 켜지고 계속 켜진 상태로 유지하거나, 전혀 작동하지 

않음 – sound trigger의 감도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라색 십자 드라이버로 조절 다이얼을 

시계반대방향으로 완전히 돌려, sound trigger를 최저 

감도로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작은 증분 단위로, 다이얼을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매번 돌린 후, 손뼉을 치고 3–5
초 간 기다립니다. 회로가 원하는 볼륨으로 켜질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합니다. sound trigger가 신호를 보내는 

경우를 확인하는 bargraph를 추가해 봅니다.

BUZZER와 함께 SOUND TRIGGER 사용 – buzzer가 

꺼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buzzer가 
sound trigger를 실행하는 소리를 내어, 피드백 루프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buzzer를 트리거하지만 끌 수도 

있는 부드러운 지점을 찾으려면 sound trigger의 감도를 

미세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dimmer Bit로 buzzer 
볼륨을 내려 더 쉽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MAKEY MAKEY BIT가 트리거링되지 않음(보드에 녹색등이 보이지 

않음)

•  내 전도성 사물/악어 클립을 만져도 내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음 –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수준의 전도성을 

지닙니다. 날씨의 건조함이나 손에 난 땀 정도에 따라, 

Makey Makey Bit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합니다. 

자신을 더 효과적인 전도체로 만들려면 젖은 수건으로 

손을 적셔 보십시오.

•  무반응 악어 클립 – 악어 클립이 다양한 식품과 재료에 

클립되면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악어 클립이 좋고 깨끗한지 확인하십시오. 

•  올바른 BITSNAP 대 BITSNAP – 작동하려는 Bit가 

클립된 키패드와 나란한지 확인하십시오. 녹색등이 

연결해야 하는 bitSnap을 나타냅니다.

•  무응답 재료 – 과일과 같은 일부 재료는 껍질이 

과육보다 전도성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때때로 

사과의 껍질은 윤이 나면서 사과를 절연하고 사과가 

전기를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과의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로 사과를 씻거나, 간단히 

한 입 베어 물 수 있습니다. 일부 금속은 부식 또는 

풍화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성이 떨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비눗물에 금속 

물체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완전히 말립니다. 또한 

이 방법으로 무엇이 전도성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도성' 섹션을 

참조하십시오(24–25페이지).

MAKEY MAKEY BIT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  MAKEY MAKEY BIT 후 입력 – Makey Makey Bit
에서 보낸 신호는 이후 입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Makey Makey Bit 이후 dimmer는 다음 Bits로 

전달되는 신호량을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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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Y MAKEY BIT 전 입력 – input에서 Makey 
Makey Bit로 가는 신호는 다음 Bit로 짧은 켜기(ON) 
신호를 보냅니다. Makey Makey Bit 전 입력은 

키패드(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또는 space/
click)를 접지 패드에 연결할 때 회로의 나머지로 

신호를 보내는 능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Makey Makey Bit가 컴퓨터에 연결될 때 input Bits
는 연결된 컴퓨터 키를 제어합니다. 

•  올바른 BITSNAP 대 BITSNAP – 작동하려는 Bit가 
클립된 키패드와 나란한지 확인하십시오. 녹색등이 

연결해야 하는 bitSnap을 나타냅니다.

MAKEY MAKEY BIT가 컴퓨터와 함께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 USB - 마이크로 USB 케이블은 Makey Makey 
Bit에 전원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Makey Makey 
Bit와 컴퓨터 간에만 명령을 전달합니다. 또한 Makey 
Makey Bit를 사용하려면 이것을 power Bit에 연결해야 

합니다. 

내 악어 클립을 여는 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악어 클립을 여는 중 악어 클립이 옆으로 계속 

미끄러지면 클립에서 플라스틱 슬리브를 살짝 뺍니다. 

슬리브를 클립에 다시 끼우려면 카드보드의 한 부분에 

클립한 다음, 슬리브를 밀어 넣습니다. 

•  악어 클립은 다양한 재료에 클립하면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비눗물에 클립을 씻어서 완전히 말린 다음, 

클립을 엽니다. 

내 서보가 흔들립니다.

•  배터리를 확인하십시오. 새 것으로 교체해 보십시오. 

배터리 부족으로 인해 servo가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  servo의 와이어가 보드에 단단히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servo 모터가 그 정도의 무게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부착한 경우에는 하중을 가볍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 기계 암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servo 모터에서 서보 허브를 제거할 수 있음을 알았나요? 

이렇게 하려면 servo 모터의 검은색 부분을 잡고 허브를 

빼냅니다.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암의 위치를 

원하는 곳으로 돌리고 허브를 다시 누를 수 있습니다. 정 

위치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것을 몇 번 시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보 기어의 작은 이빨을 서보 허브의 구멍 안에 

있는 릿지와 나란히 맞추십시오.

때때로 Bits가 업데이트되므로, Bits의 기능 또는 모양
이 이 안내서에 사용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제품에는 작은 자석이 들어 있습니다. 삼킨 

자석은 장에서 박혀 심각한 감염과 사망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석을 삼키거나 흡입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 처치를 받으십시오.

• 모듈은 대부분 작은 부품입니다. 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 제품을 가지고 놀거나 근처에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 모듈 또는 회로를 AC 전기 콘센트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 모듈이 작동 중일 때 모듈의 이동 부분을 

만지거나 잡지 마십시오.

• 전도성 재료(예: 알루미늄 호일, 스테이플, 

페이퍼 클립 등)를 회로와 커넥터 단자에서 

분리합니다.

• 사용하지 않을 때나 아무도 없을 때는 항상 

회로를 끄십시오.

• 액체가 있는 곳이나 액체 주변에서 모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매우 뜨겁거나 차거나, 습도가 높거나, 먼지 

또는 모래가 많은 등의 극한 환경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모듈은 정전기에 의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루십시오.

• 일부 모듈은 특정 회로 설계에서 사용될 

때 만지기에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모듈이 너무 뜨거워지면 다시 

배열하거나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 오작동하거나 손상 또는 파손된 모듈은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매우 중요한 참고
• 이 키트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발명품은 

날카로운 물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도구는 

성인의 직접 감독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배터리
• 비충전식 배터리는 충전해선 안 됩니다.

• 충전식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제품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 충전식 배터리는 성인 감독 하에서만 충전해야 

합니다.

 
지침
littleBits 브랜드 9V 배터리 사용을 

권장하지만, 표준 알칼라인 또는 표준 충전용 

배터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쓴 배터리는 

적절하게 폐기하고 교체하십시오.

• 두 개의 배터리 단자를 전도 재료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관리 및 청소
마른 천으로 닦기로만 모듈을 청소합니다. 

필요한 경우, 천에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조금씩 묻혀 사용한 다음 마른 천으로 닦을 수 

있습니다. 

모듈에 다른 청소 용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디오 및 TV 간섭  
이 장치는 FCC 규정의 15항에 따라, 클래스 B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을 준수합니다. 작동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1) 이 장치는 유해 간섭을 일으키지 않으며,

2) 이 장치는 원하지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거지에서 설치 시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타당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장비는 라디오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하여 사용하고 방사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에서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장비가 라디오 또는 TV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경우(장비 껐다 켜기로 

확인할 수 있음) 사용자는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으로 간섭을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신 안테나 방향 또는 위치 변경.

• 장비와 수신기 간 거리 확대.

• 장비를 수신기가 연결된 회로와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연결.

• 대리점 또는 경험 있는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도움말 문의.

이 장비의 제조업체 또는 등록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변경과 수정은 연방 통신 위원회
(FCC)법에 따라 이 장비의 작동 권한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나요?
문제 해결과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littleBits.cc/faq를 방문하십시오.

littleBits Electronics Inc. 

601 W 26th Street, M274

NY, NY 10001 

(917) 464-4577

www.littleBit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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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에 따라 출시됨
설계자: littleBits Electronics Inc.

© 2016 littleBits Electronics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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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Bits, Bit, Bits, bitSnaps 

Circuits in Seconds, Make Something 

That Does Something은 littleBits 

Electronics Inc.의 상표입니다.

Makey Makey는 JoyLabz LLC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표시는 각 해당사의 소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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