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결과요약서 >
용액의 순간 접촉에 의한 용질의 확산에 대한 연구

과 제 명

잘못된 안약 사용으로 인해 불순물이 안약에 들어갈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

연구목표

잘못된 안약 사용으로 인해 불순물이 유입되는 과학적 원인을 찾아내는 것
잘못된 안약 사용으로 인한 세균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눈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안약 통을 제작하는 것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면 안약을 넣을 때 안약 통 끝에 물방울이 맺힌 상태로 각막에
닿게 하여 투약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였다. 이런 방법을 사용할 경우 세균이 눈에서
안약 통으로 옮겨오지 않을까 하는 의문과 만약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안약 통 안으로
세균이 유입되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
사람들의 안약 사용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안약이나 인공눈물 사용 여부, 안약이나 인공눈
물 사용 방법을 설문조사했고 그 결과 소수지만 이런 점안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연구를 본격적으로 계획하게 되었다.

연구내용

우선 안약 통 끝에 물방울이 맺힌 상태로 투약하는 방법이 정말로 안약 통 내부에 세균이
유입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고 그 이후 안약 통 내부로 세균이 유입되는 원인이 용액의
접촉에 의한 용질의 확산일 것으로 추측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용질의 농도에 따라
용질의 유입량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 연구했다. 그 후에 123D Design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안약 통을 제작했다.

순간적인 접촉만으로도 약간이라도 불순물이 유입될 수 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경우
약간이라도 유입될 경우 안약 통에서 번식해서 안약 통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접촉 시간, 횟수가 많을수록 유입되는 불순물의 양도 많다는 것을 알아냈다.

연구성과

이를 통해 처음에는 약간의 불순물이 유입될 지도 모르나 오래 사용할수록 안약을 변질시킬
정도로 불순물이 쌓일 수 있다는 걸 알아냈다.
3D 프린터로 안약 통 끝이 눈에 닿지 않게 해주는 안약 통 보조 기구 2개를 제작했다.

주요어

확산, 유입, 안약, 점안법, 용액, 불순물

< 연구 결과보고서 >
개요
연구목적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면 안약을 넣을 때 안약 통 끝에 물방울이 맺힌 상태로 각막에
닿게 하여 투약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였다. 이런 방법을 사용할 경우 세균이 눈에서 안약
통으로 옮겨오지 않을까 하는 의문과 만약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안약 통 안으로 세균이
유입되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 번째로 잘못된 안약 사용으로 인해 불순물이 안약에 들어갈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안약 사용으로 인해 불순물이 유입되는 과학적
원인을 찾아내는 것, 마지막으로 잘못된 안약 사용으로 인한 세균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중 하나로 눈에 닿지 않는 안약 통을 제작해보는 것이다.
연구범위
연구 분야는 물리이다.

연구 수행 내용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우리는 실험하기에 앞서 우선 안약 통으로 불순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
까에 대해 생각해보다가 확산이라고 추측을 해보았다. 확산이란 밀도 차이나 농도 차이에
의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농도(밀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밀도)가 낮은 쪽으로
액체나 기체 속으로 분자가 퍼져 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용액의 순간접촉으로 세균이
퍼지는 경우는 찌개와 같은 음식을 같은 냄비에서 숟가락을 넣어서 먹었을 때나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환자의 체내에 있는 세균이 주사기 내부로 들어오는 위험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이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참고해서 실제 안약 투여 시에도 눈의 표면에
있는 눈물과의 순간적인 접촉으로 인해 불순물이 퍼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연구주제의 선정
우선 사람들의 안약 사용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내용은
안약이나 인공눈물 사용 여부, 안약이나 인공눈물 사용 방법으로 정했다. 설문조사는 우리
학교 2학년 내에서 실시했다.

Q. 안약이나 인공눈물 사용여부
1번 : 안약이나 인공눈물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
2번 : 안약이나 인공눈물을 사용해본
경험이 없다.

Q. 안약이나 인공눈물 사용방법
1번 : 안약을 눈과 거리를 두어 사용한다.
2번 : 안약의 접안기가 눈에 닿게
사용한다.

설문조사 결과 안약이나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 소수가 안약 통 끝이 눈에
닿게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미 이런 사용법이 잘못된 사용법이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약간이
나마 여전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 방법
물체가 순간적인 접촉만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제 안약 통에 물을
담은 후에 안약 통 끝에 물방울이 맺히게 한 상태로 식용색소가 담긴 페트리 접시에 접촉시키
는 실험을 한다.
접촉 횟수나 시간에 따라 확산되는 양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주사기 여러
개에 염화 나트륨을 용해시킨 증류수를 담은 다음에 증류수가 담긴 비커 여러 개를 준비하고
각각 접촉시킨 후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주사기를 하나씩 빼내서 접촉한 시간 순으로
주사기 안에 있는 증류수를 다른 비커로 옮긴 다음에 염도를 측정해서 주사기에 있는
용액이 얼마나 비커 안으로 확산됐는지 확인한다. 이 실험의 경우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
염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지만, 순간적인 접촉만으로는 염도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확산되
는 양을 늘리기 위해 접촉 시간을 늘리게 되었다.
123D Design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안약 통 끝이 눈에 닿지 않게 하는 보조
기구를 제작한 후에 3D 프린터로 제작한다.

연구 활동 및 과정
안약 통에 물을 담은 후에 안약 통 끝에 물방울이 맺히게 한 상태로 식용색소에 아주
짧은 순간 접촉시킨다면 농도가 높은 식용색소가 농도가 낮은 안약 통 내부의 물로 확산되면

서 안약 통 내부로 식용색소가 들어갈 것이다. 안약 통과 페트리 접시, 식용색소를 준비한
다음 페트리 접시에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일정량의 식용색소를 떨어뜨리고 안약 통에 물을
넣은 후에 안약 통 끝에 물방울이 맺히게 한 상태로 식용색소에 접촉시켰다.

그 결과 접촉하면서 식용색소의 일부가 안약 통 내부에 들어오면서 안약 통 끝부분의 물이
파란색으로 변했다.
여러 개의 비커가 염화 나트륨이 용해된 증류수가 담긴 주사기에 접촉한 시간에 따라
비커의 내부 용액의 염도를 측정했을 때 접촉한 시간이 길수록 염도가 클 것이고,
주사기의 내부 용액의 염도를 측정했을 때 접촉한 시간이 길수록 염도가 작을 것이다.
20mm 주사기 6개를 준비하고 안에 증류수 20mm와 염화 나트륨 5g을 섞어 만든 수용액을
넣는다. (수용액의 염도는 20.0%이었다.) 비커에 증류수 20mm를 넣고 주사기 바늘과 접촉할
수 있게 주사기를 매달아놓고 10분 단위로 주사기를 빼낸 다음에 주사기 안의 수용액을
다른 비커에 옮긴다. 이런 식으로 주사기 6개를 모두 빼낸 후에 주사기 수용액의 염도와
비커 안의 증류수의 염도를 측정한다.

측정 결과 주사기 용액의 염도는 오래 접촉시킬수록 감소했고, 비커 용액의 염도는 오래
접촉시킬수록 증가했다.

안약 통 끝이 눈에 닿지 않게
하려고 제작한 보조 기구이다.
분리된 두 기구를 끼운 다음에 좁은 부분에
안약 통을 끼운다.
넓은 부분을 눈 쪽에
대고 점안한다.

점안 시에 다른 곳으로 빗맞추지 않고 점안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 기구이다.
3번째 사진의 가상의 조준선 끝에 눈이 닿으면
2번째에 있는 사진처럼 빈 원 3개가 보이게 된다.
그때 점안하면 정확하게 눈에 안약이 들어간다.

사진처럼 안약 통과 눈의 간격을 5cm로 해둔 이유는
5cm를 초과할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고
5cm 미만일 경우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서이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연구 결과

접촉하면서 식용색소의
일부가 안약 통 내부에
들어왔다.
주사기 용액 염도
1분
19.93%
5분
19.82%
10분
19%
20분
19.14%
30분
18.94%
40분
18.76%
50분
18.63%
60분
18.54%

주사기 용액의 염도는
오래 접촉시킬수록
감소했다.
1분
5분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비커 용액의 염도는 오래
접촉시킬수록 증가했다.
비커 용액 염도

0.07%
0.18%
0.53%
0.86%
1.06%
1.24%
1.37%
1.46%

○ 접촉하면서 식용색소의 일부가 안약 통 내부에 들어왔다.
○ 측정 결과 주사기 용액의 염도는 오래 접촉시킬수록 감소했고, 비커 용액의 염도는
오래 접촉시킬수록 증가했다.

○ 3D 프린터로 안약 통 보조 기구 2개를 제작하는 데에 성공했다.
시사점
○ 실험하면서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와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
을 때 실험과정을 천천히 되짚어보거나 하면서 실험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
토의도 해보는 등으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 원인을 알아내면서 다른 과학적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다.

홍보 및 사후 활용
안약 통 끝이 눈에 닿지 않게 해주는 안약 통 보조 기구 2가지 모두 지름 약 2cm
정도의 안약 통만을 기준으로 제작되어 다양한 안약 통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안약 통이 들어가는 곳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 이민아 외, “녹내장환자의 안압하강제 점안 행태 분석 (Analysis of Eye Drops Applying
Behavior in Glaucoma Patients)”(대한안과학회, 2013)
○ 나건후, “안약 용기가 녹내장 점안치료제의 사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 낱개포장 용기와
병 용기간 비교”(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