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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측정방법

P 요즘 여름철 기온은 점점 증가하고, 자외선 지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자외선으로부
터 발생되는 노화, 피부병 그리고 피부암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바르는 선 크림이 화학적 재
료로 인해 오히려 우리의 피부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식물에서 추출된
천연성분을 이용하여 천연 선 크림을 제조 해보고자 한다.
.

현 연구결과
SPF 20이상
유지력 강요
차단력 일정

자외선 차단제 기능
SPF
유지력

P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난 즉시 유/수분 측정기를
이용하여 유/수분을 측정하고 1시간 뒤 측정치와의 차
이를 실험측정값으로 하여 분석한다.
※ 유/수분 측정기 : 피부에 접촉시켜, -5 ~ 5까지 11단계의
유/수분 값을 측정할 수 있다.

FFD : 부분요인 실험
CCD : 중심합성법
실험횟수가 적은
부분요인실험을
통해 주요인자들
을 걸려냄

자외선 차단제 실험설계
선 크림 유/수분 지속력 최대
3가지 피부타입에 관계없는 조합

자외선 차단제 기능
SPF < 유지력=유수분유지

1. 선크림 재료 검색 및 선정
수상층 정제수라벤더, 플로럴워터, 알로에베라워터
호호바오일, 참깨오일, 알로에베라오일,
유상층
해바라기오일, 보리지오일, 시너메이트
이멀시파잉왁스, 올리브유화왁스
유화제
티타늄디옥사이드, 징크옥사이드, 비타민E
첨가물
히아루론산
P 인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실험횟수도 비약적으로 증
가한다. 따라서 스크리닝 단계를 거쳐 유/수분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인자들은 선정

중심합성
설계에 따라
선크림 제조

최 적 화 Tool 을
이용하여 최적의
선크림 제조

실험순서
No.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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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용
선크림 재료 검색 및 선정
스크리닝 ※
선정된 재료를 이용한 반응표면설계
설계에 따라 선크림 제조
유/수분 측정
반응표면 분석
반응 최적화 도구를 이용하여 최적 조합 추출

8. Robust Design으로 최적 조합 추출
※ 스크리닝 : 스크리닝의 목적은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의 식별이다.

2. 선정된 재료를 이용한 반응표면설계
완전요인실험
(실험횟수 기하급수적 증가)

사람의
3가지
피부타입

P블록 P값>0.05
→ 블록이 유의하지않음
→ 3가지 피부타입과 관
계없이
의 성분들이
수분유지에 영향을 미침

부분요인실험
(정확도↓))

P 중심합성법

Box Behnken
(이산형 Data만 가능)
혼합물실험
(블럭생성 X))

결론 및 미니탭 활용 방향제시

※ 피부타입별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위해 블록을 나눔

3. 설계에 따라 선크림 제조

※ 사용가능한 반응표면설계(런 수 표시)

호오바오일
알로에베라워터
히아루론산
티타늄
É 2.5g
É
É
3g
24g
2g
수분차 0.0833
유분차 0.8333

=

– 문제점 및 한계
P최적적 값으로 제조한 선크림의 수분차는 1 유분차는 2
P유/수분 측정기가 0~1사이 값과 1~2사이 값을 측정 못함
P저울이 더 정밀하지 못함
– 해결책
P정밀한 저울과 유/수분 측정기를 사용

P H0 : 인자의 수준변화에 따르는 반응값 차이가 없다.
P H1 : 인자의 수준변화에 따르는 반응값 차이가 있다.
P 스크리닝 실험에서 T-검정 결과로 P-값이 제시 되었을
때 P-값이 0.05이하 이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유/분에 영
향을 주는 중요인자 선정
P 유화제는 선 크림 제조 시 필수요소 이므로 스크리닝 단
계를 거치지 않음(둘 중 아무거나 사용 무관)
P 자외선차단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성분 티타늄디옥사
이드, 징크옥사이드 시너메이트 중 p값이 가장 작은 티타
늄디옥사이드가 자외선 차단에 영향을 많이준다.

수상층

알로에베라워터

유상층

호호바오일

유화제

이멀시파잉왁스(응고를 위해 총량의 10%)

첨가물

티타늄디옥사이드, 히아루론산

중심합성법(Central Composite Design)
반응표면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Factorial points, Axial points, Center
points를 이용하여 실험을 설계하는 방법

Robust Design
평균을 목표 값에
근접시키는 동시에
분산을 줄임

4. 선크림 유/수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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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블록 P값>0.05
→ 블록이 유의하지않음
→ 3가지 피부타입과 관
계없이
의 성분들이
유분유지에 영향을 미침

수
유

성분
분
분

차
차

최적화
0.083
0.833

Robust 최적화
0.52
0.44

P최적화와 Robust 최적화의 결과값을 비교 했을 때 수분과
유분의 Trade off가 존재 하였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산
을 같이 줄여 목표치에 가까운 품질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미니탭을 활용하여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