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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주제 선정에 앞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미니탭을 얼마나 실무적
으로 사용하는가’였다. 그래서 우리가 한 회사의 연구원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실제 미니탭 공모전 기간과 일치하게 약 한달 반의 기간을 연구기간이라 생각
하였고 여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가을에 생산을 하고, 겨울에 판매해야하는
제품은 무엇이 있을까? 하고 고민하여 선정한 제품은‘손난로’였다.
박리다매 형식의 손난로의 경우 원가절감을 조금만 이루어도 큰 가격개선을 이
루기 쉬우며 실제 이용자 수 또한 많아서 많은 공감을 이룰 수 있을꺼라 생각하
였다. 그래서 우리는 손난로 첨가물 비율에 따른 온도와 시간분석을 통하여 좀
더 값싸고 좋은 품질의 손난로를 만들기로 하였다.

실 험

주어진 상황

기존 손난로

(1) 실험 고려 사항
●

부직포 총 수용 가능한 용량 130g 중 흔들 공간
을 제외한 100g이내에서 실험 가능
● 실험 계획 후 각 요인이 되는 재료의 총 합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료의 양을 초과해서는 안됨
● 실험 재료가 예산 문제로 인해 한정되어 있고 부
직포가 25팩이므로 실험 횟수는 25회 이상 할 수 없음
●

●
●
●
●

철가루65g

활성탄15g

질석 15g

소금 5g

7~8월 약 한달 안에 실험 종료

예산
3인 X 30,000원 = 90,000원
철가루 1.5kg 14,300원 소금 400g 1,700원
활성탄 1kg 7,700원 질석 500g 2,800원
온도계 5,000원
특수부직포 50장(25팩) 15,000원
저울 13,000원 기타(수저,장갑) 8,000원
배송비 15,000원

도달시 123초
유지시 129분
최고온도 59도

변수 방지를 위해 같은 공간에서 실험 측정(온도 24, 습도 25%)
열전달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모든 측정은 나무합판 위에서 측정
도달 시간 측정 시작점은 흔드는 시점부터 1분이 지나면 측정
도달 시간 기준은 40도 도달시 측정 시작
유지시간 또한 온도가 40 미만으로 떨어질 때 측정 종료

재료 준비 및 실험 수행

각 분석 결과에서 P값이 유의수준(0.05)
이하인 항목은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할 수 있고 각 분석에 대해 유의 하지 않은 항에
대하여 풀링하여 검정의 검출력을 높인다.
각 반응에 대해 분석된 모형은 대체로 높은 수준의
타당성을 보였다.

추정 회귀식

(2) 요인 및 반응 선정
요인 선정

도달시간=-0.311233*철가루-17.9988*활성탄
+2.79285*질석+0.337306*철가루*활성탄
+0.188971*활성탄*질석

손난로 원리
혼합물이 든 주머니를 흔들면 각 혼합물들 간의 화학 작
용으로 열을 방출한다
철가루 주머니를 흔들면 철이 산소를 만나 녹 슬며 산화작
용을 일으키고 열을 방출
활성탄 화학 반응 속도를 증가 시켜주는 역할
질석 수분을 머금고 열이 빨리 달아나지 않게 잡아준다
물, 산소, 소금 반응을 위해 소량 필요

유지시간=1.55557*철가루+4.54192*활성탄+4.88366
*질석-0.0721172*철가루*활성탄-0.0567275
*철가루*질석-0.251601*활성탄*질석
+0.00466880*철가루*활성탄*질석

실험 결과

최고온도=0.939344*철가루+0.745239*활성탄
-0.00433720*질석-0.0133870*철가루*활성탄

등고선 분석

물과 산소는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소금은 다른 재료에 비
해 값이 저렴하고 제작 시 소량만 있으면 됨

실험요인

철가루 활성탄 질석

(5) 결과 분석

반응 선정
도달시간
유지시간
최고온도

손난로를 흔들었을 때 사용자가 따뜻함을
느끼는데까지 걸리는 시간
따뜻한 상태로 지속되는 시간
가장 따뜻한 온도가 지속되는 시간

혼합물 설계 분석 탭에서 ‘도달시간’‘ 유지시간’
‘ 최고온도’를 선택하고 실험에서 상ㆍ하한 제약 조건이 존재
하므로 성분 분석에서 유사 성분으로 선택

도달시간 분석 및 풀링
1차 풀링

풀링 전

(3) 실험 방법 선정

2차 풀링

등고선도를 통해 본 도달시간은 활성탄의 비율이
높을 수록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지시간은
질석의 비율이 클수록 길어지며, 최고온도는
철가루의 양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 최적화
최적화 분석

실험 설계
손난로 구성 성분의
최적 비율을 찾아야 한다.

손난로 부직포의
한계 용량이라는 상한
제약 조건이 있다.

혼합물 설계

꼭지점 설계

●
●
●

유지시간 분석 및 풀링

흔든 지 최소 60초 이내에 따뜻해져야 소비자가 만족
한번 흔들었을 때 150분 이상 유지 되어야 한다
KC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정기준 근거
→ 주머니 난로의 부품 표면의 최대온도는 70도 이내
권장온도는 50도
→ 생산품의 온도는 50도

최고온도 분석 및 풀링
풀링 전

1차 풀링

예산 범위 실험 횟수(25회) 내에 실험 가능한 실험
(16회)이 설계 되었으므로 실험 가능

(4) 실험 수행

도달시간은 짧을 수록 좋기 때문에 최소화하고,
유지시간은 길어야 하므로 최대화한다. 최고온도는
안정기준법에 근거하여 권장온도에 맞춘다.
최적조건은 철가루 50g 활성탄 28.3358g
질석 16.6642g 일 때, 도달시간 약 88초
유지시간 약130분 최고온도 약 49℃ 이다.

측정시 주의사항
●
●

혼합 후 처음 흔드는 경우 이외에 추가적인 흔듦은 없음
손난로 정가운데 부분을 온도계를 이동해 수직으로 측정
● 손난로 흔들 시 1초에 3번 1분에 약 180회로 흔듦
● 손난로 성분 총합 100g중 소금은 5g으로 동일
●

물의 양은 10g으로 동일

결 론

결 과
개선 전

개선 후

철가루 65g
활성탄 15g
질석 15g

철가루 50g
활성탄 28.3g
질석 16.6g

도달시간 123초
유지시간 129분
최고온도 59도

도달시간 88초
유지시간 130분
최고온도 49도

1g당 가격(원) 개선된 양(g) 총 이득비(원)
철가루

7.53

+15

142.95

활성탄

7.7

-13.3

-102.41

질석

5.6

-1.6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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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후 손난로 한 개 생산
시 총 31.74원의 원가 절감
을 이루었다. 또한 실제 시중
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안전
기준법을 준수하는 제품으
로 다시 설계되었고 기존의
제품보다 더 좋은 품질을
가지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