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상 후보작 공개 검증

2022년「제43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정부시상

후보작에

대하여 공개검증을 실시합니다. 붙임의 수상 후보작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2.9.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6일

1. 검증기간 : 2022. 9. 16. ~ 2022. 9. 30. (15일간)
2. 정부시상규모 : 총 2점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3. 공개내용 : 시상 후보작 총 2점의 이미지 및 주요 내용(붙임 참조)
4. 제출방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 연락처 : 이혜인 주무관(hyin177@korea.kr, ☎042-601-7736)

5. 유의사항 : 후보자에 대한 허위 및 비방 방지를 위하여 의견 제출자는
실명, 연락처, 의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 등을 함께 제출

* 제출된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별도로 회신하지 않습니다.
붙임 : 후보자 명단 및 공적개요 1부.

끝.

붙임 1

제43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수상후보작 명단

번호

분야

출품작명

성명

1

초등학교

물맺힘 걱정없는 ABC 클린코크 정수기

문**

2

고등학교

렌즈 안팎의 뒤집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 케이스

이**

사진

붙임 2

수상후보작 응모 내용 요약

□ 물맺힘 걱정없는 ABC 클린코크 정수기
( 발명 연구 및 작품 ) 사진

발명동기

과학원리
및
작품내용

제작과정

정수기 코크 끝에 매달려있는 물방울로 인해 공기 중의 먼지들이 달라
붙을 수 있으며, 물방울이 코크 관의 입구를 막아 공기순환이 되지
않아 미생물이 번식하고 물때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관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에 착수하였음.
① 발명시 검토한 과학적 원리
- 작은 관에 작용하는 대기압(한쪽이 막혀있는 작은관에 맺혀있는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물의 표면장력(물방울의 겉 표면에서 분자들이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 때문에 코크 끝의 물방울이 오랫동안
머물게 됨)
② 작품제작 과정 및 특징
- 정수기 코크 끝에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원리를 확인
- 우리 주변에서 사용 중인 정수기 코크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거의
모든 정수기의 코크에 물맺힘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 공기순환을 이용하는 다공형(A형), 탄성력을 이용하여 코크를 타격
하는 펀치형(B형), 세로방향으로 공기 통로를 확보하는 굴뚝형(C형)
코크를 개발
- 각각의 모델에 대하여 검증실험(작동 및 세균배양 실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

제작결과

기존 정수기를 사용한 후에 남아 있던 물방울이 일으킬 수 있는 위생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과학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세 가지 형태의 클린 코크를 개발하였다. 정수기를 교체하지 않고 코크만
교환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여 실용적인 제품으로 위생적인 식수 이용에
기여할 것임.

□ 렌즈 안팎의 뒤집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 케이스
( 발명 연구 및 작품 ) 사진

발명동기

콘택트렌즈 사용시 렌즈가 뒤집히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육안으로는
렌즈가 뒤집혔는지 구분이 힘들어 뒤집힌 채로 렌즈를 사용할 때의
불편함, 뒤집힌 렌즈를 재 착용 할 때 발생가능 한 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에 착수하였음.
① 발명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
- 빛의 굴절, 빛의 전반사(렌즈 테두리에 빛이 전달), 탁도 측정의
원리(식염수의 오염에 따른 교체시기 확인), 자외선소독의 원리
(렌즈의 소독 및 세균번식 억제)
② 작품제작 과정 및 특징

작품내용

과학원리
및
제작과정

- 뒤집힌 렌즈의 형상이 미묘하게 다름을 관찰
- 예비실험을 통해 렌즈표면에 빛을 비출 때 뒤집힌 렌즈의 테두리
에서는 빛이 새어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
- 광학시뮬레이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빛의 진행이 렌즈의 뒤집힘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
- 작품제작에 앞서 렌즈의 테두리가 빛나는 현상이 가장 잘 일어나는
최적의 LED 각도를 찾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렌즈의 소독과
식염수의 교체시기를 알려주는 부가 기능을 탑재하기 위한 과학
원리와 방법을 확인

제작결과

빛(LED)의 전반사 원리를 이용해 렌즈를 케이스에서 꺼내지 않고도
렌즈의 뒤집힘을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렌즈
사용 시 더 편리하고, 건강한 렌즈사용에 크게 기여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