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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남궁운, 이한솔

우리가 사용하는 보냉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주제선정 이유 준비물

<실험 1회 준비물>
아이스박스, 스티로폼박스, 온도계, 저울
컵2개, 얼음 200g x2, 물 400g x2
얼음 500g x4, (얼음500g+소금 10g)x4,   
아이스 팩500g x4 

실험 및 측정방법

컵에 물 400g을 넣고 냉장고에 12시간 넣어놓는다. 
얼음 200g을 넣고 냉장고에 5분간 넣어 같은 온도로 맞춰준다.

아이스박스와 스티로폼에 각각 첨가제를 넣고 5분간 기다린다.

얼음 아이스 팩 얼음+소금
500g x2 500g x2 (얼음500g+소금10g)x2

1시간 마다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한다. (10시 ~ 16시)
외부 온도(26℃), 대진대 공대 나동 A8-310호 에서 실시. (반복 3회)

요즘 같은 더운 여름철 휴가가 끝난 후, 구매한

특산품을 아이스박스나 스티로폼에 보관해 이동한다. 

그 중에서 보냉이 잘 될 것을 고려해 아이스 박스를

많이 구입한다. 

과연 아이스박스가 스티로폼보다 보냉 효과가 좋을지

의문이 생겨 분석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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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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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Screening

요인, 수준 선정

(1) 보냉 틀 : 휴가철 많이 사용하는 아이스박스와
스티로폼을 사용

(2)보냉 첨가제 : 보냉에 많이 사용하는 아이스 팩과 구하기
쉬운 얼음, 소금을 사용

(3)시간 : 국내 이동시간을 서울~부산을 고려해 6시간으로
판단하였다. 

→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높아지지만, 각 경과된
시간들이 온도를 낮춰주는 인자가 아니다.
이 실험에서 시간 인자는 몇 시간까지 온도 유지를
하는지 데이터를 얻기 위해 인자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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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요인마다 수준수가 다르고 최대 수준이 6이므로
일반완전 요인설계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108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주 효과 : 보냉 틀의 p-값(0.054) > 유의수준(0.05)
→ 유의하지 않은 인자이다.

보냉 첨가제의 p-값(0) < 유의수준(0.05)
→ 유의한 인자이다.

교호작용 : 모든 교호작용의 P-값이 유의수준(0.05) 보다
크므로 유의하지 않다.

∴ 아이스박스와 스티로폼에 의한 온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냉 첨가제에 의한 온도 차이는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인
수준

이원분산분석

아이스박스

스티로폼

주 효과 : 보냉 첨가제의 p-값(0.032) < 유의수준(0.05)
→ 유의한 인자이다.

 각 아이스박스와 스티로폼에서 보냉 첨가제가 어떠한
온도 변화를 작용하는지 분석하였다.

주 효과 : 보냉 첨가제의 p-값(0.002) < 유의수준(0.05)
→ 유의한 인자이다.

주효과도에 보냉 첨가제 요인을 살펴보면

얼음+소금<아이스팩<얼음 순으로
온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시간의 그래프를 보면 3시간까지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주효과도에 보냉 첨가제 요인을 살펴보면

얼음+소금<얼음<아이스 팩 순으로 온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시간의 그래프를 보면 3시간까지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 보냉 틀에 따라 보냉 첨가제가 작용하는 것은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낮은 온도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얼음+소금 으로 동일하다.

2표본 t-검정

아이스박스

스티로폼

P-값(0.465) > 유의수준(0.05) 이므로
1시간 후와 3시간 후의 온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P-값(0.572) > 유의수준(0.05) 이므로
1시간 후와 3시간 후의 온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아이스 박스에 <얼음+소금>을 넣고 1시간 경과 후와
3시간 경과 후 두 표본 데이터를 정규성 검정하였다.

P-값(0.215) >유의 수준(0.05) 이므로 정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스티로폼에 <얼음+소금>을 넣고 1시간 경과 후와
3시간 경과 후 두 표본 데이터를 정규성 검정하였다.

P-값(0.415) >유의 수준(0.05) 이므로 정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이스박스와 스티로폼이 3시간까지 온도 유지를 해주는
것인지 <얼음+소금>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론 1 결론 2
아이스박스와 스티로폼에 의한 온도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첨가제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가장 최적의 첨가제 조건은 얼음+소금으로 알 수 있었다.

아이스 박스와 스티로폼 모두 첨가제 1kg 기준으로 3시간까지는 처음의 온도로
근사하게 유지하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