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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미국의 한 소녀, 비비안 허
(Vivienne Harr) 양이 레몬에이드를
통해 1년이 채 안돼 10만 달러라는 큰
돈을 모아 아동 인권 단체에 기부를 했
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그림-1> 
참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레몬, 설탕
시럽, 물만 가지고 사회에 한 획을 긋는
이 아이를 보며, 우리는 여기서 통계적
지식을 추가하여 +α의 효과를 가져오
는 것을 희망했다.

이에 <차트-1>과 같이 S.W.O.T 분
석을 통해 현재 문제상황을 파악하여
연구 프로세스를 구상하였고, <차트-
2>의 형태로 연구의 궁극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연구 동기

<그림-1> Vivienne Harr 사업동기
출처 : http://makeastand.com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만 하는 네팔
어린이나, 토네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시작하였다.

S.W.O.T Analysis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 원가 대비 저렴
한 소비자 가격
● 품질 향상을 통
한 연구 의지

● 인지도의 약함
● 미검증된 제품
● 미숙한 노동력

● Take-out 시장 확
대
● 기부문화 확산
● Well-Being 붐

● 프랜차이즈 기업의
시장독점화
● 시장 포화에 따른
시장성장률 감소

<차트-1> S.W.O.T 분석

연구 분석

연구 계획

통계적
품질개선

저렴한
건강식품

자선적
기부활동

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레몬에이드

제작

<차트-2> 연구의 궁극적 목표
Strength: 내부의 강점 Weakness: 내부의 약점

Opportunity: 외부의 기회 Threat: 외부의위협

Q1.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레몬, 
시럽, 물의 비율은?

혼합물 실험설계

반응이 3차식으로 생성될 거라 믿고 있기에 설계차수는 3으로 설정.
혼합물 총합은 일반 종이컵의 용량(195ml)을 고려하여 100ml로 정하였고,‘레몬에이드’라
는 특성상 레몬의 하한이 10ml정도 결정되어야 하며, 너무 걸쭉해지지 않도록 물의 하한을
60ml로 설정하여, ‘제약이 있는 혼합물 실험’으로서 이에 꼭지점 설계를 실시하고자 한다.
실험오차의 추정 및 요인 효과의 명확한 추정, 각 처리조합의 분산분석을 위해 반복수는 30으로
설정하였다.

설계차수 3
반복수 30

그 결과, <표-1>과 같은 형태로 (10개의 실험형태)×(30회 반복수)=300개의 실험수가 출력되

었고, 기온이나 음료수의 온도, 시음 시간 등, 순수한 재료의 비율 외에 사람들의 평가에 영향
을 줄 것이라 판단되는 요소들을 통제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사람들의 평가를 수
집하기로 하였다.

실 험 조 건

● 측정 위치는 충남대 후문 ● 측정 순서는 런 순서대로 ● 기온 27℃ 이상일 때
● 오후 12:30~오후 1:30까지 ● 한 컵당 얼음은 2개만 ● 우천 시, 측정 하지 않음

<표-1> 혼합물 실험설계표

<그림-1>과 같은 형태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사람들에게 평가를 하였고, <표-2>의 형태로 300
개의 평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에‘제약 실험’이라는 특성상 계수들간의 상관 관계를 줄이기 위해 유사성분을 선택하였으
며, 적합 모형을 특수 3차(special cubic)으로 설정하여 혼합물 설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1>평가용설문지 <표-2> 평가표

분석 결과, 요인 Lemon*Water를 제외하고 모두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별 3차항인 요인
Lemon*Syrup*Water가 유의하기 때문에 모형의
위계순서(Hierarchical order)를 존중하여 풀링
을 거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추정된 모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추정 회귀식

맛 = 0.024*레몬 +0.988*시럽 +0.031*물
-0.123*(레몬*시럽) +0.001*(레몬*물)
-0.016*(시럽*물) +0.002*(레몬*시럽*물)

<차트-4> 혼합물 등고선도 <차트-5> 혼합물 표면도
등고선도와 표면도 작성시 결과는 <차트-4,5>와 같이 나타났으며, 레몬과 물만으로 만
들어진 레몬에이드는 효과가 미미하나, 과하지 않게 적당량의 시럽이 더해진 경우, 평가
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반응 최적화 분석을 통해 상한과 하한, 목표값을 설정한 후, 재료의 황금비

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합성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약0.95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레몬에이드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재료의 비
율이라는 판단 하에, 레몬, 시럽, 물의 황금비율을
찾는 것을 이번 연구의 주목적으로 정하였다.

중요 인자들을 파악하기보다 최적화를 하는 것
이며, 인자의 수는 3개에 성분의 비율을 분석하
는 것이므로, ‘혼합물 실험설계’방법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반응 변수를 ‘맛’으로 정의하여 1점에서
10점까지 10점 척도로 사람들에게 평가하도록 한
다. 평가자는 주로 충남대학교 학생이 되겠다.

실험목적 인자수
Taguchi
Method

특성 RSM

Mixture
DOE

Screening

최적화 n＞6

n≤6중요인자파악
연속

성분 분석

Q2.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레몬에이드와
비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차트-3> DOE 선택과정

마찬가지로 10점 척도로 평가하여 ’쌍체t검정’을
통해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차이나는지 확인한다.

유사성분
특수 3차

추가 분석 연구 결과 및 결론완성된 황금비 레시피를 통해 레몬에이드를 다시 제작하여, 
이번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레몬에이드와 블라인드테스트를

통해 각각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를 평가 받은 후, 쌍체 t검
정을 통해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맛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에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게 차
이가 났으며, 상자그림을 통해 육
안으로 확인한 결과, 통계적 방법

에 의해 개선된 레몬에이드가 더
맛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P값 0.004<0.05

있는 레몬즙의 양은 약 50ml이며, 혼합물실험 결과인 황금비에
맞춰 시럽과 물의 양을 조절하면 다음과 같다.

Lemonade Golden Ratio(250ml : 물컵 1개)

Lemon 약 50ml+Syrup 약 30ml+Water 약 170ml
(약 700￦) (약 60￦)             (약 110￦)

레몬 한 개로 만들 수

한 잔(약250ml)당 원가는 약 870원으로, 판매가는 1500원으
로 한다. Take-out점 레몬에이드의 가격(약 2500원)과 비교했

을 때, 우리는 1000원 더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Best Lemonade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http://makeast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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