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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1세기 거의 모든 업무는 컴퓨터로 시작해서 컴퓨터로 끝이 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컴퓨

터 보 률은 70퍼센트를 넘는다. 하지만 컴퓨터 보 률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 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생

길 수 있는 문제 은 다양하지만 우리 은 마우스 사용으로 인한 문제 에 을 맞추어 

생각해보았다. 그 결과 손목의 사용을 이는 에어마우스라는 제품을 고안해내게 되었다. 공

에서 센서가 부착된 펜을 이용하여 마우스포인터를 컨트롤 하는 에어 마우스는 기존의 마

우스로 인해 생길수 있는 문제 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21세기 우리나라의 컴퓨터 보급률은 매우 높다. 통계청에 의하

면 가장 최근인 2015년 가구 컴퓨터 보급률은 77퍼센트로 

100가구당 77가구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통해 우리는 

우리사회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좋

은 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사용하면

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우리가 접근한 문

제점은 마우스로 인한 문제점이다. 보건 복지부에 의하면 마우

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손목 통증, 손

목 터널 증후군, CTD(누적외상성 장애)가 있다. 이 중 CTD는 

컴퓨터, 특히 마우스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컴퓨터질

환이다. 또 손목 터널 증후군은 주된 원인이 손목의 과다한 사

용인 만큼 마우스와 크게 관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40~50대 주부와 컴퓨터 사용이 잦은 10 

~30대 청년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실제로 논문을 쓰고있는 저

자 또한 마우스 사용이 많은 경우 손목통증이 심했었고, 주변에

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은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에어

마우스를 고안해내게 되었다. 기존의 마우스는 평평한 바

닥에 손목을 고 사용하는 방식이다. 허나 우리 의 에

어마우스는 공 에서 센서가 부착된 펜을 이용하여 마우

스 포인터를 컨트롤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존의 마우스

가 가졌었던 손목에 무리가 간다는 문제 을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다.1)

******* 교신 자, 

※ 이 논문은 서울어코드 활성화 사업에서 지원되었음.

    2. 본론

구체적으로 우리의 작품은 다용도 에어마우스이다. 따라서 센서

를 부착하는 어떠한 물건이든 상관없이 마우스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펜, 손가락, 반지 등 센서를 부착할 수 있는 표

면적을 가진 물건이라면 언제어디서든 센서를 부착하여 마우스

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팀이 사용한 

부품은 다음과 같다.

 

구분 부품 기능

H/W

자이로 센서
(mpu 6050)

자이로 센서 값에 맞춰 마우
스 포인터를 이동한다.

레오나르노 보드
마우스 헤더를 지원하기 위
해 사용한 아두이노 보드이
다.

ITS-1105-5mm 클릭기능을 구현한다.

<표 1> 구  부품

마우스 헤더를 지원하기 위해  아두이노 레오나르노 보드를, 마

우스 포인터를 컨트롤 하기 위해 mpu 6050 자이로 센서를 

사용하였다. 또 좌클릭 우클릭을 지원하기 위해  압력센서를 사

용하였다.  다음은 우리 제품의 설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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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품의 설계도

레오나르도 보드에 센서를 연결한 후 이를 일반 펜에 부착하여 

펜을 마우스처럼 마우스포인터를 컨트롤 한다. 일자로 버튼을 

부착시켜 위에서부터 좌클릭, 우클릭, 정지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다음은 이를 바탕으로 만든 우리 제품의 모습이다.

 

(그림 2) 제품의 실제 모습

레오나르노 보드 바로밑에 있는 버튼들이 좌클릭, 우클릭, 정지

기능을 수행하는 버튼들이다. 이 버튼들 바로 옆에 보이는 센서

가 mpu 6050자이로 센서이다. 이 버튼과 센서를 밴드에 테이

프로 부착하여 밴드를 사용자가 원하는 물체에 감는다. 이 물체

를 마우스처럼 사용하면 그 각각의 기능들이 수행된다. 센서와 

버튼을 밴드에 감아 사용하여 손가락, 반지, 펜 어떠한 물체에

도 감을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우리제

품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3. 결론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 기 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컴퓨터 사용이 잦은 직장인, 청소년들이 갖는 손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다. 앞서 소개한바와 같이 

우리 작품은 손목을 비교  게 사용한여 손목에 무리가 

덜 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에 두되었던 문제 들

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기 하는 바는 우리 작품이 다용도 에어마우스

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

하다는 이다. 우선 기존의 마우스는 책상같은 바닥이 있

어야만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우리 작품은 공 에 띄워 

마우스를 포인 하는 방식이므로 장소의 제약이 없다. 따

라서 언제 어디서든 마우스 사용이 가능하여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 작품은 다양한 분야

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VR시 이다. 이러한 시

 에서 볼 때 우리작품의 효용성은 아주 높다. 왜

냐하면 손이 따라가는 직감 로 마우스를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이 사용자에게 굉장히 높은 실감을  수 있

기 때문이다.  VR기기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아주 비싸

지만, 우리 제품은 비교  단가가 렴하기 때문에 높은 

효용성을 가진다.

정리하자면 우리 작품은 두되고 있는 컴퓨터 질환에 

한 하나의 책이 될 수 있고, 장소가 어디든 마우스 사용

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나올 VR게임, VR시뮬

이터등을 비교  렴한 가격으로 실감 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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