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회 전국 대학생 오픈미니탭 포스터대회 / 주최 : ㈜이레테크 Minitab  한국지역독립대리점

Mixture design을 이용한
천연세탁세제 제조 및 Design Space 도출

1Dongseok Shin, Jeongyun Go, Inho Yeo
Industrial Management Engineering in Dong-A University 

주제 선정 이유

실험 및 개발 제한요소

• 세정력, 항균력, 살균력에 영향
을 주는 천연 세탁세제의
Factor들을 도출 하기 위한 과
정이다.

Method
• Fish bone
• 컨트롤 하지 못하는
인자 선별

연관된 모든 인자
1차 Screening

(천연물 아닌 인자 제거)
2차 Screening

(중복되는 인자 제거)

• 구연산
• 베이킹 소다
• 과탄산소다
• LES
• 코코베타인
• EM효모

.

• EM은 제품 총량의 1%의
양만큼 사용되고 80여 종
의 미생물이 들어있어 혼
합할 시 미생물들이 증식
을 하여 세정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정값으로
둔다.

• 구연산
• 베이킹 소다
• 과탄산소다
• LES
• 코코베타인

Fish bone을 통해
선별된 인자

최종 선별 인자컨트롤 하지 못하는 인자

1. 준비물
천,1L 세제용액, 스포이드,1L 비커, 
잉크, 주사기, 플라스틱 컵, 아세톤,
UV-Vis, 증류수

2.실험 방법
2.1 실험용 천 염색
1) 유성 잉크를 500ml 아세톤에 넣어 진한 용액을 만든다.
2) 천을 1cm*1cm 크기로 잘라 70개의 천 조각을 만든다.
3) 자른 천 조각들을 위에서 만든 잉크 용액에 담근다.
4) 잉크로 염색된 천 조각들을 말린다.

2.2 세정력 측정 과정
1) 세제 희석액을 UV-Vis 측정한다.
2) 희석액에 잉크 한방울을 떨어트린 천 한 조각 을 넣는다.
3) 2시간이 지난 후에 천 조각을 용액에서 꺼내고,
용액을 UV-Vis로 측정한다.

1.준비물
-곰팡이, 배지, 스포이드, 
랩, 핀셋, 자

2.실험방법
1) 준비된 배지에 똑같은
크기로 곰팡이를 배양한다.

2) 배지위에 있는 곰팡이에
세정액을 한방울 떨어트린다.

3) 곰팡이의 크기를 잰다.
4) 3일 동안 따뜻한 곳에 놔둔다.
5) 곰팡이의 크기를 잰다.

*크기를 잴 때는 가로, 세로, 대각선의 길이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처음과 3일후의 차이값이
작을수록 좋다.(향균력이 크다.)

1.준비물
-1L 세제용액,비커,PH 측정기,
나무젓가락,플라스틱 컵

2.실험 방법
-PH 측정기로 준비된 1L 세제용액에
담구어 PH값을 측정한다. 

-다음 실험점을 실시할 경우 PH 측정기를
흐르는 물에 헹구어 측정한다.

 Response : Y1 (세정력), Y2(항균력), Y3(PH)
 Input factors : 구연산,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 LES, 코코베타인
 실험설계 방법: Mixture Design

Simplex Lattice(Axial points)
실험횟수 – 21 Runs

- 3 Responses
- 3 Replicates

 실험분석 방법
- 주 효과 :  Cox 반응 궤적도
- 교호작용 : Mixture 회귀 분석

S.O Run
Input Out put

X1
(구연산)

…
X5

(코코베타인)

Y1
(세정력)

Y2
(항균력)

Y3
(PH)

5 1

…
12 2

13 20
1 21

정성적 Screening 통한 인자 선정 실험 및 측정 방법

힝균력
측정 방법

세정력
측정 방법

PH
측정 방법

정량적 Screening 실험
Screening 실험 설계

Cox 궤적도 분석

세정력 분석결과

항균력 분석결과

PH 분석결과

Optimization Analysis

평균적으로 천연세탁세제는 10L에 30g을 사용하므로 30g의 최적의 비율을 찾아야 하지만 EM은 총 만들어지는 량의 1%량을
사용하므로 5개 인자로 만들 총량은 29.7g이다

세정력

세정력

세정력

LES가 세정력을 증가시키는데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베이킹소다와 LES는 항균을 증가시키는데 큰 영향을 준다.

LES는 PH를 증가시키고 구연산은 PH를 감소시키는데
큰 영향을 준다.

분산분석에서 5개의 인자의 교호작용이 유의하여
Screening이 되지 않아 최적화를 한 결과 베이킹
소다의 최적값이 0이 나왔다 . 즉 , 각각의 품질
특성치의 교호작용에서는 모든 인자가 다 필요
하였지만, 3가지 품질 특성치를 모두 만족시키려면
‘베이킹 소다가 없어도 나머지 4개의 인자로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최적화 결과

Screening 결과

Screening 실험을 수행 후 혼합물 회귀분석, 최적화
분석을 통해 5개의 인자 중 품질 특성치를 모두
만족시키는 구연산, LES, 코코베타인, 과탄산소다
4개의 인자를 도출하였다.

천연세탁세제
제조법

1. 준비물

2 실험방법
1) 전자저울에 실험 점 만큼의 재료를 넣는다.
2) 재료를 잘 혼합한다.
3) 재료를 자연 건조 시킨다.

정밀 실험 및 최적화Overview
정밀 실험 설계

Cox 궤적도 분석

세정력 분석결과

항균력 분석결과

PH 분석결과

Optimization Result

평균적으로 천연세탁세제는 10L에 30g을 사용하므로 30g의 최적의 비율을 찾아야 하지만 EM은 총 만들어지는 량의 1%량을
사용하므로 4개 인자로 만들 총량은 29.7g이다.



S.O Run
Input Out put

X1
(구연산)

…
X4

(코코베타인)

Y1
(세정력)

Y2
(항균력)

Y3
(PH)

5 1

…
12 2

13 18
1 19



 Response : Y1 (세정력), Y2(항균력), Y3(PH)
 Input factors : 구연산, 과탄산소다, LES, 코코베타인
 실험설계 방법: Mixture Design

Simplex Centroid(Axial points)
실험횟수 – 19 Runs

- 3 Responses
- 3 Replicates

 실험분석 방법
- 주 효과 :  Cox 반응 궤적도
- 교호작용 : Mixture 회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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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력

세정력

구연산, LES, 과탄산소다가 세정력을 증가시킨다.

모든 인자가 항균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구연산은 감소 시키며, 과탄산소다는 PH를 크게 증가시킨다.

분산분석에서 4개의 인자의 교호작용이 유의 하여
Screening 이 되지 않아 최적화를 한 결과
코코베타인의 최적값이 0이 나왔다. 즉, 각각의 품질
특성치의 교호작용에서는 모든 인자가 다 필요
하였지만, 3가지 품질 특성치를 모두 만족시키려면
‘코코베타인이 없어도 나머지 3개의 인자로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최적화 결과

Screening 결과
Screening 실험을 수행 후 혼합물 회귀분석, 최적화
분석을 통해 4개의 인자 중 품질 특성치를 모두
만족시키는 구연산, LES, 과탄산소다 3개의 인자를
도출하였다.

구연산*코코베타인, 베이킹소다*코코베타인, 과탄산소다*LES, LES*코코베타인, 구연산*베이킹소다*과탄산소다, 구연산*과탄산소다
*LES, 베이킹소다*과탄산소다*LES의 P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하며 R-제곱값이 70%이상이므로 회귀식이 개별 값을 잘 만족
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적합성 결여 값이 0.05보다 크므로 회귀식이 평균값을 잘 만족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구연산*베이킹소다*과탄산소다를 제외한 나머지들의 P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하며 R-제곱값이 70% 이상이므로 회귀식이
개별 값을 잘 만족 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적합성 결여 값이 0.05보다 크므로 회귀식이 평균값을 잘 만족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구연산*베이킹소다, 구연산*베이킹소다*LES를 제외한 나머지들의 P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하며 R-제곱값이 매우 높으므로
회귀식이 개별값을 매우 잘 만족한다고 판단 할 수 있으며 적합성 결여 값이 0.05보다 크므로 회귀식이 평균값을 잘 만족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구연산*코코베타인, 과탄산소다*LES, 과탄산소다*코코베타인, 구연산*과탄산소다*LES, 과탄산소다*LES*코코베타인, 구연산*과탄산
소다*LES*코코베타인의 P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하며 R-제곱값이 68% 이상이므로 회귀식이 개별 값을 잘 만족한다고 판단
할 수 있으며 적합성 결여 값이 0.05보다 크므로 회귀식이 평균값을 잘 만족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구연산*LES, 과탄산소다*LES, 과탄산소다*코코베타인, LES*코코베타인, 구연산*과탄산소다*LES*코코베타인의 P값이 0.05보다 작으
므로 유의하며, R-제곱값이 64% 이상이므로 회귀식이 개별 값을 잘 만족한다고 판단 할 수 있으며 적합성 결여 값이 0.05보다 크므
로 회귀식이 평균값을 잘 만족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구연산*과탄산소다, 구연산*LES, 구연산*코코베타인, 과탄산소다*LES, LES*코코베타인의 P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하며, R-
제곱값이 70% 이상이므로 회귀식이 개별 값을 잘 만족한다고 판단 할 수 있으며 적합성 결여 값이 0.05보다 크므로 회귀식이
평균값을 잘 만족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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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산 베이킹소다 산소계
표백제 전자저울LES & 

코코베타인

UV-Vis

곰팡이 배지

실험측정

세정력, 항균력, PH 종합분석

과탄산소다*LES - 세정력 증가, 항균력 감소, PH 증가

과탄산소다*코코베타인 - 세정력 증가, 항균력 감소

구연산*과탄산소다*LES*코코베타인 - 세정력 증가, 항균력 증가

구연산*코코베타인 - 세정력 감소, PH 감소

구연산*LES - 항균력 감소, PH 감소

LES*코코베타인 - 항균력 감소, PH 감소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정력을 증가시키며 항균력을 감소시키는 과탄산소다*LES,과탄산소다*코코베타인를
도출 할 수 있었다. (향균력 감소의 의미는 차이값을 작게 한다는 뜻이므로 실제로는 향균력 증가를 뜻함)

Design Space

Conclusion
천연 세탁세제를 만들기 위해 DOE를 활용하여 구연산 8.2016, 과탄산소다 10.3984, LES 11.10, 코코베타인
0, 세정력의 최대값은 2.3725, 항균의 최소값은 0.1850, PH의 목표값은 7.0061로 최적의 조합을 도출하였고,
세정력을 증가시키며 항균력을 감소시키는 과탄산소다*LES,과탄산소다*코코베타인를 도출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중첩 등고선도를 이용하여 각각의 세정력, 항균력, PH의 Boundary를 만족하는 Design space를
구축하였다. 기존보다 더욱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조를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esign space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제조자의 입장에서도 불량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천연 세탁세제에서 세정력은 최소 1.3이상 되어야 하며 항균력은 그 측정값이 0.5이하가 되어야 하며 PH는
중성값인 7을 목표로 하지만 값이 7에서 8.5 범위 내에서의 값은 불량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면 불량으로 판단한다. 이를 통해 위와 같은 Design space (안전 설계 영역)를 도출하였다.

PH 측정기

Mixture design을 이용한 천연 세탁 세제 제조 및 Design Space 도출

인자 선별을 위한 방법 및 실험설계천연 세탁 세
제

인자 도출

실험 분석을
통한 인자 선

별

맞춤형
정밀 실험 설계

Combinatorial Optimization

도출된 인자를 통한 정밀 실험설계 분석 및 인자 영향력
파악

Combinatorial 
Optimization

천연 세탁 세제
제조를 위한

Design Space 도출

향균
력

세정
력

살균
력

레몬, 구연산 , 코코
베타인 등 총 5종

규산 소다, EM효소, 
구연산, 베이킹 소
다등 총 9종

코코 베타인, 과산
화수소, 구연산, 요
오드 등 총 10종

실험 설계 분석 인자 영향력 파악 Optimization Design Space

Out 
put

• 혼합물회귀 분석

• 최적화

향균력, 세정력, 살균력
에 영향을 주는 인자 도
출

정성적 Screening

Fish bone 다이어그램을 통한 인자 선
별

정량적 Screening Optimization
Simplex Lattice Design 

적정 설계 Combinatorial Optimization 분
석

적정 실험설계

Simplex Centroid Design
적정 설계

혼합물 회귀분
석

여러반응에 영향을 주는 조합 도
출

Combinatorial Optimization 분
석

중첩 등고선도를 이용한 탐색

DoE를 활용하여 좀더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천연 세탁 세제의 최적의 조합을 찾음과 동시에 세탁세제의 안전설계
영역인 Desing Space를 도출함으로서 제품 사용자의 신뢰 뿐만 아니라 제조자 입장에서 불량감소를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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