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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 필요 없는 Eco 전자기 유도 무선마우스 개발

1. 무선마우스의 문제점 해결 및 개선에 관한 연구.
2. 자석의 움직여 생긴 기전력으로 커서를 움직이는 마우스.
3. 정확도 개선 및 실제 마우스로의 기능에 가깝도록 제품 개발 및 구현.
1. 선행 연구 분석
가. 컴퓨터 마우스 움직임의 에너지 하베스팅 방안 탐구.
나. 무선 마우스 구동용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설계.
2. 자석으로 인한 기전력으로 커서를 움직이는 마우스 제작
가. 자석을 이용해 기전력을 일으킴.
나. 기전력을 이용해 자석의 움직임을 해석.
다. 해석한 값을 이용해 마우스 커서를 움직임.
라. 마우스 움직임 → 커서 이동 장치 제작.

연구내용

3. 개선 및 발전
가. 정밀한 실험을 통한 오차 감소.
나. 패드에서 떨어졌을 때 커서 이동 제한.
다. 마우스 클릭 기능을 가능하게 함.
라. 독자적인 하드웨어를 통한 완전 무전력 마우스 개발.
1. 무선마우스로 인한 폐건전지 감소, 환경오염 문제 해결.
기대성과 2. 유무선 마우스의 문제점 해소.
3. 패러데이법칙의 응용 확장.
주요어 전자기유도, 아두이노(Arduino), 무선마우스, 무전력, 하베스팅
(Key words)

박O복

< 연구 결과보고서 >
1. 개요

□ 연구목적
○ 연구 동기
가. 기존 유∙무선 마우스의 문제점
1) 사용상의 불편함
- 유선 마우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USB 연결선이 엉킴.

<그림 1> 유선 마우스
연결선에 의한 불편함

- 이에 불편함을 느껴 무선 마우스를 사용하였으나 건전지를 이용하기에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함.
- 다른 전자기기가 방출하는 전파(Wi-fi 등)와 주파수가 겹치면 간섭이 일어나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
2) 전력 소비
- 마우스의 전력 사용량
· 마우스의 소비 전압 = 1.5V
· 마우스의 소비 전류 = 0.1A
· 마우스의 소비 전력 = 0.5W
· 마우스의 전력 사용량 = 0.15Wh
- 연간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 = 1,549,153,577시간 50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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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이용자 수 = 45,283,046명
· 1인당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 15시간 42분
· 유선 인터넷 접속 = 71.3%
· 무선 인터넷 접속 = 99.4%
→ 1인당 연간 평균 유선 인터넷 이용시간 = 약 341시간 57분
∴ 연간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 = 1,549,153,577시간 50분
- 마우스가 연간 소비하는 전력량
= 마우스 1개의 전력( ×   ) × 연간 전체 유선인터넷 이용시간

≒ 232,373,036Wh
- 2016년 기준 가정용 전기 사용총량 66,173,065MWh

    

- 인구 5,100만명 기준시 1인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    임
  
- 4인 가족 기준 1가구당 전기 사용량    × 명 ≒   

  
≒  가구가
- 무선 마우스 사용으로 인한 건전지 소비전력은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함

3) 폐건전지 발생
- 무선 마우스로 인해 폐건전지 연간 77,457,678개 발생
· 건전지 하나의 소비 전력량은 3Wh
∴

연간 폐건전지 발생량 =

무선마우스 사용으로 인한 연강 총 전력량         

건전지 하나의 전력량    

= 77,457,678개의 AA 건전지가 소비됨(국민 1인당 약 1.5개씩 사용)

· 건전지의 용량은 약 2000mAh
· 마우스의 소비 전류는 100mA
· 건전지 하나 당 20시간 사용가능 (실제 사용시간은 사용 방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연간 폐건전지 발생량 = 77,457,678개

1)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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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무선 마우스 사용에 따른 전력 사용량 및 폐건전지 발생량
인터넷

인터넷
이용자 수
45,303,510명

마우스
건전지

배터리 용량
2000mAh

소비전력
0.15W

1인당 인터넷
이용시간
15h 42m

배터리 개당
무선마우스 사용시간
220h

연간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
1,549,153,577h 50m
연간 전력사용량
232,373,036Wh
연간 배터리 소모 개수
77,457,678 개

○ 연구 목적
가. 전력 공급이 필요 없는 마우스 제작
1) 전력 공급으로 인한 기존 마우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마우스가 필요함.
2)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하여 전력 공급 필요 없는 새로운 방식의 마우스를 제작함.

나. 새로운 장치 제작
1) 마우스에 자석을 장착하고, 마우스 패드에 코일을 설치함.
2) 마우스를 움직일 때, 패드 내부의 코일에서 유도된 기전력을 아두이노 전압 센서로 측정하여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시키도록 함.

□ 연구 범위

1. 전자기유도법칙을 이용해 코일 중심으로부터의 자석 거리와 기전력 간의 관계 도출.
2.
3.
4.

측정된 기전력으로 자석의 위치 변화를 알아내는 식 도출.
기전력을 측정하기 위한 마우스와 마우스패드를 설계 및 제작.
기전력 측정 및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기 위한 아두이노 코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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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수행 내용

□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이론적 배경
가. 전자기 유도 법칙2)
1) 코일 내부를 지나는 자기선속의 변화에 따라 코일에 기전력이 발생하고 역으로 측정된 기전력을
이용해 자기선속의 변화를 알 수 있다.
2) 기전력은 자기선속의 변화량과 코일을 감은 수에 비례한다.

유도기전력의 세기


 
 ∙ 

      



○ 관련 선행연구
가. 컴퓨터 마우스 움직임의 에너지 하베스팅3) 방안 탐구
1) 연구 내용
- 더 많은 에너지 하베스팅을 위한 최적의 자석 위치 및 모양 탐구함.
-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철심코일의 움직임에 따른 유도기전력의 크기 측정함.
- 자석의 이동에 의한 전자기유도 현상 모델링함.
- 네오디뮴 자석의 모양과 유도기전력의 형태 변화 관찰함.
2) 본 연구와 차별화된 부분
- 전자기 유도로 발생된 기전력을 전력기기의 작동에 활용함.
- 기존과 같은 방식의 광마우스에 적용시킴.
- 에너지 하베스팅이 주가 되어 커패시터를 사용함.
나. 무선 마우스 구동용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설계
1) 연구 내용
- 코일 설계에 따른 출력 전력을 비교함.
- 전력 전달을 위한 송·수전단 공진회로를 설계함.
- 무선 전력 전송을 통해 배터리의 수요를 줄임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함.
2) 본 연구와 차별화된 부분
- 전지 없이 무선마우스를 사용하되 무선 전력 전송기술에 적용시킴.
- 기존의 광마우스를 사용함.
- 유도 기전력을 무선 마우스 구동을 위해 직접 이용함.
2) Halliday 외 2명(2004), Principles of physics. wiley, 955 ～ 986쪽.

3) 에너지 하베스팅(Energy Harvesting) : 태양에너지나 인체의 운동에너지 등 외부의 버려지는 에너지를 수집하여
전기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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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주제의 선정
가. 2017년 8월 12 ~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제 63회 전국과학전람회를
견학함.
나. 물리 분야의 ‘컴퓨터 마우스 움직임의 에너지 하베스팅 방안 탐구’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들로부터 더 발전시킬 아이디어들을 얻음.
다. 코일과 자석을 이용한 마우스의 움직임을 통해 에너지 하베스팅이 아닌 코일에 유도된
기전력 값을 측정하여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봄.
라. 교내 현장연구를 통해 배울 수 있었던 아두이노의 코딩과 센서들을 연구에 접목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함.
□ 연구 방법
○ 아두이노를 활용한 입력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완성된 보드(상품)와 관련된
개발 도구 및 환경을 말함.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아두이노 메가 2560보드의 경우 디지털 핀 54개, 아날로그 핀
16개로 이루어짐.
많은 수의 모듈들을 연결할 수 있어 우노 보드만으로는 구현하기 힘든 복잡한 프로젝트
를 쉽게 구현 가능함.
○ 전자기 유도 법칙의 활용
가. 자기선속의 변화
1) 자기장(자석) 또는 면적(코일)이 변해야 함.
2) 마우스에 자석을 붙이고 마우스 패드에 코일을 부착함.
3) 마우스가 움직이면 유도기전력이 발생함.


⋅

  
유도기전력의 세기    


-

-

-



마우스 이동

<그림 5> 마우스 이동에 따른 유도기전력 발생

-6-

○ 자기선속의 측정
가. 코일에 정류 다이오드와 저항을 연결하여 전압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유도 기전
력을 측정 가능하도록 함.
나. 정류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하나의 코일로 양방향의 전자기 유도를 측정 가능하게 됨

.
<그림 6> 코일과 회로도

○ 시제품 디자인

1) 마우스
- 자기선속 변화를 높이기 위해 자기력이 강한 자석(네오디뮴 자석)을 이용함.
- Blend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우스를 설계함.
- 3D printer를 사용하여 마우스를 제작함.

<그림 7> 마우스 설계 도면
2) 마우스 패드
- 측정범위 및 정확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6개의 코일을 삼각형 두 쌍을 붙인 모양으로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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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마우스 패드 설계 도면
- 코일의 지름은 5cm, 코일의 유도 기전력 측정 가능 범위는 반경 6cm임.
- 정삼각형 두 개를 붙인 모양으로 코일을 배치하여 적어도 3개의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함.

<그림 9> 코일과 유도 기전력 측정 범위

□ 연구 활동 및 과정
○ 아두이노를 활용한 마우스 포인터 움직임
가. 실험을 통한 유도 기전력 측정
1) 코일에서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을 누적하여 출력하는 아두이노 코드 제작함.
2) 자석을 마우스에 장착한 후 모터를 이용해 코일의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50번 이동시키며 유도 기전력의 평균값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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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유도 기전력 측정 실험 장비
<표 1> 거리에 따라 코일에 유도된 기전력의 평균값 (단위 : V)
거리

0cm

1cm

2cm

3cm

4cm

5cm

유도기전력 변화

0

5045

20075.04

29817.24

45183.24

51142.55

3) 거리에 따른 유도 기전력을 나타내는 함수식을 유도함.
         – 

나. 측정 평균 전압
1) 측정된 평균 자기선속 변화는 16000
2) 평균 전압 = (16000*5/1024)/50 = 1.5V
3) 연산, 전송하는 데 충분한 전압이라 판단함.

다. 입력 값을 이용한 마우스 이동 추정
1) 입력 값은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량임.







 









      


2) 선형근사를 통해 시간당 반지름 변화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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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반지름과 x, y 좌표의 관계 3개 이상 이용해 x, y 변화량을 도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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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연구 결과
○ 연구 결과
1. 정확도

가. 시제품은 현재 사용되는 광마우스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짐.
나. 유도 기전력을 측정하는 실험에서 모터를 사용하였지만 측정 시마다 유도 기전력 값에 편차
가 다소 발생하였음.
다. 마우스를 사용하는 도중 연직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도 마우스 포인터가 이동함.

2. 전력 공급
가. 아두이노를 사용했을 때의 전력 사용량(Mega 보드는 59.8mA)은 기존 마우스(100mA)
를 사용하는 것보다 적음.

<그림 11> 아두이노 보드의 전력 사용량
나.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력 공급이 완전히 필요 없는 마우스를 만드는 것.
다. 지금의 시제품은 전압이라는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아두이
노를 사용하므로 건전지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전력 공급이 필요함.
3. 클릭 버튼
가. 현재 광마우스에서 사용하는 클릭 버튼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여 본래의
마우스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지 못함.

□ 시사점
1.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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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외선 센서를 설치하여 마우스가 패드에서 떨어지면 마우스 포인터가 멈추도록 함.
나.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발생한 유도 전류를 사용하여 센서를 작동시키는 방법 이용.
→ 전력을 사용하지 않음.
2. 전력 공급
가. USB 연결선을 사용하여 마우스 패드의 코일과 컴퓨터를 직접 연결 또는 블루투스를
사용하여 유도 전류를 컴퓨터로 전송.
나. 아두이노를 사용하지 않고 마우스를 움직일 때 발생하는 전압의 아날로그 값을 컴퓨터
내에서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여 마우스 포인터 이동
3. 클릭 버튼
가. 마우스에 소형 자석을 장착하여 연직 축 방향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클릭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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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 및 사후 활용

□ 청소년 창업과 연계하여 스타트업 활동
○ 청소년 스타트업 및 창업과 연계하여 아이디어 제품으로 개발
○ 보다 가벼운 무게로 제작하여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제품을 개선
□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저널 및 사이트에 아이디어 오픈소스로 공개
○ 개인 운영 블로그 및 국내 유명 과학탐구 카페 등에 아이디어를 공개하여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후속 연구가 가능하도록 웹사이트 게재활동할 예정
○ 각종 저널에 게재가능한 수준으로 후속연구 완료시 게재 추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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