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습기,
저렴하게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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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방법 및 설계

주제선정 및 목적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특히 높은 습도가 체감기
온을 더 높였다. 기상청의 최근 7월의 상대습도 관측
자료를 보면, 습도가 80%이상인 날이 15일을 초과
할 정도로 습도가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습
도가 높으면 면역이 약한 노약자들의 건강을 위협하
는 세균과 곰팡이의 번식이 활발해진다. 특히, 몸에
닿는 의류를 보관할 경우, 여름철 습기조절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수납공간이 많은 경우, 시중에 파
는 제습제를 이용하면 알맞은 크기와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직접 제습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
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와, 제습효과로 널리 알려진
물질들의 실질적 제습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 제습제의 성능에는 제습제에 사용하는 재료, 덮개의 종류, 표면적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1주일간의 사전실험을 통해 2시간 이후부터는 습도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았기에 2시간까지만 측정하기로 하
였다.
∎ 실험 시작 전 습도 90%(±3%), 온도 24℃(±0.5℃)를 맞춘 4개의 플라스틱 통(65*30*35, 단위:cm)에 직접 만
든 제습제와 습도계를 넣어서 내부 습도를 30분 간격으로 4번 측정하였다.
재료를 담는 용기 (20*5*15, 단위:cm)는 균일한 용기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설계는 일반완전요인설계에 의해 2일
에 걸쳐 반복 2회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조작변인

①직접 만든 제습제의 종류
: 염화칼슘, 베이킹파우더, 나프탈렌, 숯, 커피찌꺼기, 굵은 소금
②덮개의 종류
: 부직포, 한지

종속변인

습도
: 사용한 온습도측정기 SK-L200THⅡα

통제변인

제습제의 노출 표면적
: 시중에 파는 용기와 규격 통일

초기습도
90%
온도
24℃ 유지

30분
간격으로
4번씩 측정

일반완전
요인설계
반복 2회

사전실험
7/26 ~ 8/1
본 실험
8/7 ~ 8/8

실험 분석
1-(1) 조작변인
사진

이름 및 가격

2-(1) 분산분석
사진

3-(1) 최적조건 찾기

이름 및 가격

염화칼슘
160원
/100g

숯
350원
/100g

베이킹
파우더
167원
/100g

커피찌꺼기
무료

나프탈렌
1000원
/100g

굵은 소금
88원
/100g

부직포
30원/장

한지
50원/장

※실험 당시 대형마트에서 직접 구매한 가격기준

1-(2) 시간별 감소효과

주효과도를 통해, 재료에서는 염화칼슘, 덮개에서는 부직
포가 가장 효과가 좋은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 결과,
①블록(반복)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②재료와 덮개, 그리고 교호작용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덮개가 유의한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
③비정상적 관측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R^2 값이
95.7% 인 것으로 보아 모형이 매우 잘 적합되었음을 확

위의 재료와 덮개를 이용해 실험을 한 후, 시간에 따른 습 인할 수 있다.
도변화를 비교해보았다.

2-(2) 잔차분석

교호작용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염화칼슘,부직포) 조합
이 습도가 최솟값을 갖는 최적조건임을 알수있다.

3-(2) 최적조건과 시중의 제습제 비교

재료의 경우, 염화칼슘이 가장 제습효과가 좋았고
숯, 커피찌꺼기, 굵은소금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비했다.

①정규성 만족 : 정규확률도가 일직선
②독립성 만족 : 대순서에서 특이형태없음
③등분산성 만족 : 대적합치에서 특이형태없음

잔차분석 결과, 세 가지 가정을 모두 만족하므로
위의 일반요인 회귀분석(분산분석) 모형이 95.7% 적합하
다고 할 수 있다.
덮개의 경우,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한지보다 부직포의 제 분산분석 결과, 재료와 덮개 모두 습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두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하
습효과가 더 좋았다.
여 최적의 제습제를 만드는 조건을 찾아보자.

결론

위 결과, 최적조건과 시중에서 구매한 것에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Mann-Whitney 비모수 검정을 실시한 결과 pvalue=.6985이므로 H0를 기각, 최적조건과 시중의 제습
제에는 기능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실험을 통해 세가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가장 제습효과가 좋은 재료는 염화칼슘으로 2시간동안 90%에서 51%까지 습도를 낮추었다. 또한 부직포가 효
과가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완전요인분석을 통해 재료와 덮개 모두 습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되었고 그 모형은 95.7%의 설명력을 갖고있었다. 셋째로,
두 가지 요인과 교호작용을 함께 고려하여 (염화칼슘, 부직포)조합이 제습효과가 가장 좋은 최적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최적조합과 시중의 제습제를 비교한 결과, 기능
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시중의 제습제와 같은 양의 제습제를 (염화칼슘,부직포)로 만든다면,1200-350=850(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단, 염화칼슘은
강한 염기성물질이고, 수증기를 흡수한 후 물이 생기므로 사용시 조금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저렴한 값으로 옷장의 습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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