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 MAKEMERRY. www.makemerry.c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미술공작소

리드 스위치로 만드는 꽃과 나비

개       요   자석에 반응하는 접점운동 스위치인 리드스위치를 이용하여 회로를 만들고 그 위에 꽃그림을 그려 

                 자석을 붙인 나비가 다가가면 LED가 빛나는 카드를 만듭니다.

관련교과   초등3-4 자석의 이용, 초등6 전기의 이용, 중1-3 전기와 자기

소요시간   1시간~1시간 30분

기호화된 이미지를 보고 동작원리를 알아봅니다.

전원, LED, 리드스위치가 직렬연결된 2개의 동일한 회로가 

서로 대칭된 형태로 되어있어요. 

자석이 리드스위치A 가까이 위치할때 LED A가 켜지고

자석이 리드스위치B 가까이 위치할때 LED B가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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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의 원리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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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과 나비 구성품 살펴보기

그 외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합니다

카드봉투

LEDX2

자석 3V 전지 트레이싱지

전도성 테이프

회로도가 그려진 
카드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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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연필, 사인펜 등 그림도구

리드스위치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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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 - 를 구분하여 LED를 그림 위에 놓습니다 그 위에 전도성 테이프를 붙입니다 전도성 테이프를 붙인 모습 확인하세요

4 5 6

리드스위치 2개를 그림 위에 놓고
(리드스위치는 +, - 구분이 없어요)

한 쪽 다리를 구부려 LED 끝의 구멍으로 통과 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닿는 면적을 크게 하여 
전기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7 8 9

10 11 12

다른 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리드스위치가 겹치는 부분(빨간 동그라미 
표시)은 서로 닿지 않게 떨어뜨립니다.

연결부분에 전도성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전도성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이 때 첫 번째로
 붙인 테이프와 서로 닿지 않도록 하세요

3V 전지의 글씨면이 위를 향하게 놓고 자석을 리드스위치 가까이 가져가 LED에
빛이 나는지 확인하세요

전자회로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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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카드 앞면을 색칠합니다 빛이 나오는 부분은 뒷면에 트레이싱지를
붙여주세요

카드지에 붙은 나비를 떼어

4 5 6

색칠 해주고 뒷면에 테이프로 자석을 붙입니다 안  쪽면에는 메세지를 적어주세요

7 8

카드를 접으면 완성이예요

본 메이커활동에서는 리드스위치가 들어간 전자회로를 구성하고 이를 조형적 표현과 연결합니다.

본 메이커활동 후 우리 생활 속에서 리드스위치가 들어있는 전자제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탐구해 봅니다.

또한 리드스위치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상상하고 디자인 해 봅니다.

봉투에 담아 선물하세요

유튜브와 네이버TV에서 전자미술공작소를 검색해 제작과정을 영상으로 배우세요

전자미술공작소 전자미술공작소

상상하고 표현하기

탐구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