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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설계를 이용한 최적의 친환경 제설제 제조
김지선 반경운 염호성

동아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 주제선정 및 목적 ▶ 실험방법 & overview

▶ 실험순서
# 실험내용
1 친환경 제설제 재료 조사 및 선정
2 스크리닝 실험 (정성적, 정량적) 및 결과
3 최적화 실험 및 결과
4 반응최적화 도구사용 및 결과 분석
5 재현실험 및 결론 도출

1. 재료선정
여러 가지 조사 결과 유기산이 제설에 효과적이라
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흔히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유기산을 선정하였다. 또한 전문가의 자문
을 구한 결과 가정의 갖가지 재료들도 제설에 효과
가 있다고 하여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 선정 결과 : 소금, 설탕, 미원, 소다, 구연산,
옥살산, 초산, 주석산, 개미산, 염화칼슘 도출

2. 스크리닝 실험 - 정성적
요인의 수가 많아 각각의 개별적인 실험이 불가하
여 정량적 실험을 진행하기 앞서 본 대학의 화학공
학과 교수님의 자문을 얻어 정성적 스크리닝 실험
을 시행하였다.
→ 정성적 스크리닝 결과 : 구연산, 주석산을 제외한
소금, 설탕, 미원, 소다, 옥살산, 초산, 개미산 도출

2-2. 스크리닝 실험 결과

2-1. 스크리닝 실험 - 정량적
실험 시 주의 사항
 얼음의 양(50g), 혼합 제설제의 양(5g)은 동일
 간이 아이스박스내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8℃)
 얼음이 완전한 액체가 되기까지의 시간을 초단위
로 측정

 PH농도는 PH 측정기로 측정
 환경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factor를 고려하여

4시간 이내에 실험을 종료

정량적 스크리닝 결과 : 유의하지 않은 P-value를
제외하여 총 8가지의 요인들 중 유의한 요인 4가지
(염화칼슘,개미산,옥살산,소다)가 도출되었다.

최적화 실험에서는 녹는 시간뿐만 아니라, 친환경적
요소(PH농도)를 같이 고려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Mixture Design : 식품과 약품 및 화학물질을 이용
한 제품 개발 시에 사용하는 각 성분의 최적 성분비
를 찾아내기 위한 실험계획법의 한 종류로써, 요인
배치법이나 RSM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성분비 결
정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법.

3-1. 최적화 실험(결과 분석)
녹는 시간 분석

PH농도 분석

정량적 스크리닝 실험 설계

OVERVIEW
# 내용 실험방법

Step1. 
정성적 스크리닝

많은 요인들 중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중요하
지 않은 요인들 제거

전문가의 견해 및 자문

Step2. 
정량적 스크리닝

걸러진 요인들 중 비교적 실험횟수가 적은 설
계를 통해 정량적 분석으로 중요 요인들 도출

혼합물 설계 : 격자도1, 중심점과 축점 추가, 
반복 x → 17번의 실험횟수

Step3. 
최적화 실험

Vital few X’s들을 통해 최적의 비율 도출
혼합물 설계 : 격자도3, 중심점과 축점 2추가, 

반복 x→ 30번의 실험횟수

겨울철 이용되고 있는 염화칼슘 제설제로 인해 아스팔트 도
로, 자동차의 타이어, 하천 등의 오염이 유발된다. 이러한 문
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염화칼슘 제설제의 제설효과는 유지
하되 그에 따른 오염을 막기 위한 친환경적인 제설제를 만들
기 위한 최적의 조합(비율)을 찾아보고자 한다.

각 요인들의 합이 100%가 되는 실험 이므로 혼합물 실험을 선택하여 실험 하였다.
동일한 조건(얼음의 양, 굳기)으로 통제된 환경(온도 :영하8도)에서 각각의 혼합물들의 제설효과와
PH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을 Minitab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 현재 상황 - 염화칼슘

녹는시간(초) – 1,540초
PH농도 – 4.0(중성6기준)
비용 – 1g당 22.88원

실험횟수를 20번 이하로 제한하였고 제설제의 고유의
목적인 제설효과 즉, 녹는 시간(초)만 고려하였다.

최적화 실험 설계

4. 반응최적화 도구
기존의 제설효과를 만족해야 하므로 녹는 시간의
목표 값은 염화칼슘이 얼음을 완전히 액체로 만드
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인 1,540초로 설정하고 최소
화, PH농도 값은 실험의 목적인 환경에 유해하지 않
은 중성의 PH농도 6으로 설정한다.

3. 최적화 실험

반응 최적화 도구 결과 : 염화칼슘 2.7871 g 개미산
1.2121g 옥살산 0.0545g 소다 0.9463g을 조합하였
을 때 녹는 시간은 1,351.68초 ph농도는 약 6으로
나타남을 예측할 수 있다.

실험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최적화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재현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녹는
시간은 약 1,373초로 나타났으며, PH농도는 6으로 나타
났다. 미니탭을 사용하여 나타난 분석결과와는 미미한
차이는 있었지만 근접한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염화칼슘 개미산 옥살산 소다

1g당(원) 22.88 22.88 22.88 3.8

염화칼슘 5g
을 사용하여
얼음 50g을
녹이는 실험

시중에서 흔히 유통되는 염화칼슘 한 포대의 용량
으로 가격을 환산하면, 친환경 제설제(25kg)는 염화
칼슘(25kg) 보다 약 9,000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
타난다. 또한 기존의 염화칼슘울 사용한 제설 작업
시 나타나는 도로부식, 하천 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염화칼슘
(25kg)

57,200원

친환경 제설제
(25kg)

48,172원
α+

(유지보수 비용)

염화
칼슘

녹는 시간
1540초

PH농도
4.0

친환경
제설제

녹는 시간
1351초

PH농도
5.99

각 분석 결과에서 P값이 유의수준(0.05)이하인 항목
은 유의 하다고 판단.

각 분석 결과에서 VIF값이 5이하인 다중 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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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칼슘

평
균

개미산 옥살산

초산 소금 설탕

미원 소다

녹는시간에 대한 주효과도
데이터 평균 주효과도 확인 시 염화

칼슘, 개미산, 옥살산, 미
원, 소다가 녹는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량적으로 수치화된 분석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2차항 분석으로 결과 분석하였다. 실험의 횟수가
적고 요인이 많아 하나씩 풀링 하여 결과 분석.

5. 재현실험 및 결론


	슬라이드 번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