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드스위치(Reed Switch)



리드스위치 란?

회로배우기

카드꾸미기

회로제작



리드스위치역사

1936년 미국 BELL 연구소에서 개발되어
1938년 동축 운송장치의 전환 스위치로 사용되면서
사람들에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1940년대 항공기, 병기, 통신등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각종 가정용 전자기기, 산업용, 운송수단등에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벨연구소(Bell Labs)
1925년 설립된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연구개발 기관으로
연구소 명칭은 세계 최초 전화기 발명가인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이름을 땃습니다.
설립 이래 3만 3000개가 넘는 특허와 14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으며,
20세기에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시대를 이끌었고 
21세기 들어서는 커뮤니케이션 혁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리드스위치 구조

자석에 반응하는 자성체의 자성력과 복원력을 기반으로한
접점운동 스위치로 스위치의 외형은 일반적으로
열, 화학반응에 강한 유리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유리관 내부는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기위해 안정적인
불활성가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성체( 磁性體=magnetic substance)
자기장 내에서 자화되는 자성을 갖는 물질로 자기장이 없을때는 자성이 사라집니다
리드스위치에서 사용되는 자성체는 주로 니켈+철 합금등과 같은  강자성체를 사용합니다. 

불활성(不活性=inert) 가스(gas)
다른원소와 반응하지 않은 안정적인 성질을 띄는 가스를 말합니다.
리드스위치의 유리관내부에 이를 채우는 이유는 부품 산화를 막아 
접점불량이나 제품수명에 개선을 주고자 함입니다.



자력 방향에 따른  동작

자석의 극성 위치에 따라 리드스위치내부의 자성체의 극성이
따라 바뀌기 때문에 접점 운동 또한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석의 위치와 접점운동을 확인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회로 알아보기(스위치1개, LED1개)

아래 기호화된 이미지를 참고하여
리드스위치를 활용해 LED를 켜고 끄는 회로를 알아봅니다.

회로원리

전원, LED, 리드스위치는 서로 일렬로 연결된 직렬연결 상태입니다.
자석이 리드스위치 한쪽 귀퉁이 가까이 오면 스위치내부에 
자성체에 자력이 생겨 서로 떨어져있던 자성체가 붙게됩니다.
이때,  스위치가 ON되며 LED가 켜집니다. 
다시 자석이 멀어지면 스위치내부에 자성체가 자력을 잃어서 
자성체 끼리 서로 멀어져 스위치는 OFF가 되고 LED는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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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d Switch A

Reed Switch B

회로 알아보기(스위치2개, LED2개)

아래 기호화된 이미지를 참고하여
리드스위치를 활용해 LED를 켜고 끄는 회로를 알아봅니다.

회로원리

전원을 공유하며 전원, LED, 리드스위치가 직렬연결된 2개의 동일한 회로가
서로 대칭된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자석이 리드스위치A 가까이 위치할때 LED A가 켜지고
자석이 리드스위치B 가까이 위치할때 LED B가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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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B

DC 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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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스위치를 사용한 컬러링카드

2개의 꽃중에서 나비가 가까이 가는 꽃에서 빛이 납니다.



구성품

스티커 LED x2

리드스위치 x2

3V건전지 x1

전도성테잎 18Cm

자석 x1

그외 준비물
가위, 테잎, 색연필등 색칠도구

트래이싱지 x1



제작순서 1
(LED극성구분해 붙이기) 

2개의 LED를 마이너스(-)쪽이  
전도성 테잎이 붙여질 위치에 가도록 붙여주세요



제작순서 2
(전도성테잎 붙이기)

전도성 테잎을 7Cm정도  잘라서 
회로도 이미지에 맞게 붙여주세요
여기에 사용된 전도성테잎은 
접착면도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LED의 마이너스(-)윗쪽을 덮도록 붙여주세요



제작순서 3
(리드스위치 놓기)

리드스위치2개를 각각 한쪽부분은 LED의 플러스(+)에
닿도록하고 반대쪽은 서로 만나도록 아래이미지를 참고해 
놓아주세요



제작순서 4
(리드스위치와 LED+ 고정)

LED의 플러스(+)와 리드스위치가 만나는 2곳에
전도성테잎을 2Cm정도씩 2개를 잘라 
아래이미지를 참고하여 각각 붙여주세요



제작순서 5
(건전지 놓기)

건전지는 플러스(+)가 보이도록 하여 
동그라미가 인쇄된  위에 겹치도록 놓아주세요



제작순서 6
(건전지+와 리드스위치 연결 및 고정)

전도성테잎7Cm정도 잘라서 종이에 인쇄된 모양에 
맞추어 전도성 테잎이 겹치도록 길게 붙여줍니다.
이 때, 건전지가 바닥에 밀착할수 있도록 그리고
건전지의+극과 리드스위치가 잘 닿도록
전도성테잎을 꼼꼼히 눌러 붙입니다. 



제작순서 7
(리드스위치 자석가까이 가져가기)

2개의 리드스위치 주변으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LED가 켜지는지 확인 해보세요

magnet



제작순서 8
(색칠하고/메세지작성/트레이싱지붙이기)

드용지에서 나비모양을 뜯어내고
카드와, 나비에 색칠해주세요
카드를 전달할 분께 메세지도 함께 적어주세요
인쇄된 꽃중앙에 구멍이 뚫린 뒷면에  
트래이싱지를 잘라붙여 주세요 



색칠된 나비 뒷면에  자석을  붙여주세요

제작순서 9



나비를 꽃에 가까이 가져가서 LED가 켜지는지
동작해보세요

동작해보기



꽃-나비외에 위험, 안전, 생활, 동물등 다양한
주제를 생각해볼까요

산불조심
산에 라이터를 가져가면 산이 빨개진다

노을
해질녁 산뒷쪽에 해를 가져가면 하늘이 빨개진다

토끼는 당근을 좋아해
토끼입쪽에 당근을 가져가면 토끼눈이 빨개진다
고기를 가져가면 반응이 없다

어린이와 사탕
어린이 입에 사탕을 가져가면 눈이 반짝반짝한다

생각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