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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건강&위생 관련 이슈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나, 기존 제품의 성분에
대한 불신과 위험성이 존재했다.
이에 인체에 무해하며 믿을 수 있는
천 연 살 균 제 를 DoE 를 이 용 하 여
설계해보고자 한다.

1. 주제선정 이유 및 목적 2. 진행일정 3. 실험방법 및 실험도구

7월~8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논문, 기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인자 탐색

2. 특성요인도를 통한 인자
선정

3. 부분요인실험으로 인자
선별

4. 혼합물설계를 통한 최적
조합

소주, 식초, 소금, 생강, 
베이킹소다, 계피, 레몬, 
각종 도구

클린벤치 인큐베이터 피펫 튜브 비커

패트리디쉬 알콜램프 유리막대 전자저울 살균제

서 론

본 론

결 론

1. 실험순서

1. 실험 준비 후 주의사항
숙지(오차 최소화)

2. 배양된 대장균 준비

3. 대장균 9ml와 제작
실험물을 순서대로 1ml씩
각 Tube마다 주입

4. 마이크로튜브에 담긴
증류수0.9ml에 피펫으로
실험물 0.1ml주입

5. 희석 5회 실시

6. Pertidish에 0.1ml씩
떨어뜨려 줌

7. 유리막대로 도말실시
(5분~10분 마를 때 까지)

8. 인큐베이터에 넣고
15시간 후 결과 관찰

9. 살균력 측정, 데이터분석

2. 특성요인도
살균, 소독제품

재료

살균,살충재료기타

항균제품 재료

살균
력

살균
력

암모듐 클로라이드

PHMG PHMB소금

소주

계피

생강

식초
레몬

베이킹 소다

마늘

협죽도
자리공

백두옹
은행껍질

시트릭산

디클 벤젠
p-

디클로로벤젠

2 메틸

온

2-메틸-
4이소티아졸린-3-

온

애시
시트릭
애시드

실레놀
클로록
실레놀

재
살균, 소독제품

재료

살균,살충재료기타

항균제품 재료

소금

소주

계피

생강

식초
레몬레몬

베이킹 소다베이킹 소다 살균
력

살균
력

논문과 기사, 전문가의 조언 등으로
인체 유해 인자, 근거 없는 인자, 구할
수 없는 인자 모두 제거 후 정성적
인자 Screening을 했다.

4. 혼합물설계(꼭지점설계)

3. 1/8부분요인실험

수준 레몬 생강 계피 베이킹소다 소금 식초

+1 50 50 15 15 15 50

-1 30 30 5 5 5 30

수준설정 *소주는 200ML로 고정부분요인실험

제약조건으로 인한 실험 횟수 부족으로 1/8 부분
요인 실험을 실시했다. 생물 실험으로 높은 오차를
예상했고, 반복으로 오차를 줄이려 했다. 3회 반복을
시행하여 나온 살균력으로 정규성검정, 등분산검정, 
일원분석 순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3회 반복의 정규성검정, 등분산 검정, 일원분산의
결과 모두 P값을 만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분석결과 유의수준 0.05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유의수준 0.1에는 만족했고 R값 역시 만족했다. 이후, 
풀링을 진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유의한 인자를 가렸다. 

그 결과, 생강, 계피는 상대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거했고, 레몬, 식초, 베이킹소다, 소금이
유의하다고 판단되어 최종인자로 선정되었다.

정규성검정 등분산검정

일원분석 분석결과(a=0.05)

풀링결과

5. 제약조건 및 노이즈
실험장소, 기기를 직접 보유한 것이 아니라 협조를 통해
대여사용 했기에, 실험을 유동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또한, 재료와 도구 역시 고가라는 점도 제약 조건으로
나타나서 원만한 진행이 어려웠다.

1.실험 도중 생길 수 있는 세균
- clean bench관을 통해 바람이 안에서

밖으로 불기 때문에 세균 발생 억제
- 날아 다니는 세균 알코올램프 불로 제거
- 동일한 온도 및 습도 조절

2.재료자체의 미생물, 일정한 품질
- 일정 수준으로 제어 불가능

3. 실험자의 힘, 습관 등이 모두 다름
- 각 실험마다 동일한 사람이 실시
- 랜덤으로 실험 진행 (학습효과 주의)
- 실험 진행 시 동일한 횟수로 진행

4.생물 관련 실험의 높은 오차
- 반복으로 최대한 줄이려 노력

5.매우 다양한 균이 존재
- 호기성 세균 중 대표적인 대장균만 실험

6.세균 측정 방법
- 정 한 기기를 구하지 못함 ▶실험실 자문

결과 페트리디쉬를 등분하여 최대한 자세히
측정 실시. 여러 사람이 나누어 반복 측정.

7. 기기의 오차
- 실험 전 사용방법 숙지 및 반복실험 실시

부분요인실험 및 분석

자료 수집 및 실험실 협조 재료 구매

주 제 선 정

혼합물 설계 및 분석

최적화 포스터 제작 및 검토

설계된 조합 중 살균력
이 더 높은 -1 수준 소금
조 합 을 blocking 하 여
꼭 지 점 설 계 하 한 ,
상한의 범위를 설정했다.

-1 소금 +1 소금
86.9% 93%

93% 91%

89.9% 90%

93.5% 88.9%

90.825% 90.075%

Blocking
구분 레몬 베이킹 식초 합계

1
30

(30/85)
5

(5/85)
50

(50/85) 85g

2 50
(50/95)

15
(15/95)

30
(30/95) 95g

3 30
(30/75)

15
(15/75)

30
(30/75) 75g

4 50
(50/105)

5
(5/105)

50
(50/105) 105g

-1 수준 소금일 때 총량대비 인자 비율

하한 상한

레몬 35.3% 52.6%
베이킹소다 4.8% 20%

식초 31.6% 58.8%꼭지점 설계분석
16 회 실 험 을 4 번
반복하여 총64번의 실험
후 평 균 값 을 분 석 을
실 시 하 였 다 . 그 결 과 ,
p값이 0.045로 유의하게
나 왔 으 므 로 인 자 의
범위와 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했다.

등고선 그림을 그려본 결과 식초의 양이 조금 더 많아진다면 더 높은
수준의 살균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실험장소,
재료에 대한 제약조건으로 범위를 재설정하여 실험하지 못했고, 결과를
예상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최적화를 통해 레몬 35.3g, 베이킹소다 8.9455g, 식초 50.7545g를
혼합한다면 95.488%의 살균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결론이 나왔다.

등고선도 및 최적화

우리가 만든 살균제는 95%수준의 살균력을 보였으나, 균의 종류를 대장균에 한정했기 때문에, 다른 균에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없었다.
또한, 시장에 판매 중인 살균제는 99%이상의 살균력을 보이기에, 기능 자체는 시장의 제품을 따라갈 수 없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살균제품으로서는
무리가 있고, 가정에서 부담없이 사용하는 수준에 만족해야 했다. 소주가 약 80%의 살균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했고, 인자를 첨가함에 따라 살균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었다. 실험과정에서의 각종 제약조건으로 인해 반복적, 유동적으로 실험하지 못하고 약 100회의 실험으로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