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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실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 DOE)이란 실험 목적에 적합한 실

험 내용을 제안하고, 도출한 데이터의 처리방법과 통계적 데이터해석

을 통해 최소한의 실험 횟수 안에서 최대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사전

에 실험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실험계획법은 1920년대에서 19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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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유전학자인 R. A. Fisher에 의해 주로 농업 분야에서 처음 시

작되었다. 1세대 실험계획법으로서 Fisher는 요인 설계 개념 및 분산 

분석을 포함하여 실험적 설계 연구에 통계적 사고와 원리를 체계적으

로 도입했다[1,2]. 이후 2세대 실험계획법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되었는데 Box and Wilson의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
ology: RSM)의 개발에 의해 촉진되었다[3]. 특히 반응표면분석법은 

화학 및 공정 분야의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반응표면

분석법은 주로 생산공정에서 인자들의 최적의 공정조건을 결정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공정최적화에 사용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에 시작된 서구 산업에서 품질 개선에 대한 관심 증가는 실험 계획법

의 세 번째 시대를 열었다. 특히 Genichi Taguchi의 방법은 실험 설계

아세틸렌 흡착공정용 MOF-235 합성 최적화를 위한 실험 계획법 적용

조형민⋅유계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2020년 6월 3일 접수, 2020년 6월 19일 수정, 2020년 6월 22일 채택)

An Application of Design of Experiments for Optimization of MOF-235 Synthesis for 
Acetylene Adsorption Process

Hyungmin Cho and Kye Sang Yoo†

Department of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Seoul 01811, Korea
(Received June 3, 2020; Revised June 19, 2020; Accepted June 22, 2020)

초    록

아세틸렌 흡착 공정을 위한 MOF-235 합성의 최적화를 위해 순차적인 실험 계획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가
지 실험 계획법이 적용되었는데, screening을 위한 2단계 요인 설계와 반응표면 분석법 중에 하나인 중심합성 계획이
다. 본 연구에서는 23 요인 설계법을 이용하여 MOF-235의 결정도에 대한 합성 온도, 합성 시간 및 혼합 속도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MINITAB 19 소프트웨어에 따라 설계된 16번의 MOF-235 합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XRD 분석을 바탕으로 
Half-Normal, Pareto, Residual, Main 및 Interaction 효과를 구하였다. 시험 결과의 분산 분석(ANOVA)을 통해 합성 온도 
및 시간이 MOF-235의 결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이후, 중심합성 계획법을 이용하여 아세틸
렌 흡착성능 최적화를 MOF-235의 선정된 합성 조건을 바탕으로 수행하였다. 설계된 9번의 흡착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2차 모델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아세틸렌의 최대 흡착 용량(18.7 mmol/g)은 86.3 ℃ 및 28.7 h의 최적
의 조건에서 합성된 MOF-235에서 얻을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Abstract
A sequential design of experiments was employed to optimize MOF-235 synthesis for acetylene adsorption process. Two ex-
perimental designs were applied: a two-level factorial design for screening and a central composite design, one of response 
surface methodologies (RSM). In this study, 23 factorial design of experiment was used to evaluate the effect of parameters 
of synthesis temperature and time, and also mixing speed on crystallinity of MOF-235. Experiments were conducted 16 times 
follwing MINITAB 19 design software for MOF-235 synthesis. Half-normal, pareto, residual,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were 
drawn based on the XRD results. The analysis of variance (ANOVA) of test results depicts that the synthesis temperature 
and time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crystallinity of MOF-235 (response variable). After screening, a central composite de-
sign was performed to optimize the acetylene adsorption capacity of MOF-235 based on synthesis conditions. From nine runs 
designed by MINITAB 19, the result was calculated using the second order model equation. It was estimated that the maximum 
adsorption capacity (18.7 mmol/g) was observed for MOF-235 synthesized at optimum conditions of 86.3 ℃ and 28.7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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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과 사용을 늘리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4-6].
최근 실험계획법은 기존의 방법들을 조합하거나 개선하여 보다 복

잡한 산업공정에 대한 해석에 적용하고 있다. 요인 설계법과 반응표

면분석법을 조합하거나[7] 반응표면분석법과 Taguchi 법을 조합하는 

시도들이 수행되고 있다[8]. 다양한 인자들과 특성 변수의 응답특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험적 다변량 모델식을 도출

한다. 이와 같은, 순차적 실험법(sequential experiments)은 주요 인자

를 찾는 실험과 최적화 실험에 모두 활용하는 실험방법으로서 고유기

술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탐색적 연구를 해야 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또한 최근 공정분석기술(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PAT)
에서 필수적인 핵심기술요소로서 다양한 분야의 공정 개발자들이 관

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9,10]. 특히 4차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여 

통계적 기반의 실험 계획 및 공정 해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흡착제 합성의 최적화를 위해 순차적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흡착제로 금속이온 또는 금속 클러스터와 유기 리

간드(ligand) 사이의 공유결합으로 1~3차원의 결정 구조를 형성하여 

높은 결정성과 다양한 기공크기 및 넓은 비표면적 가진 MOF를 사용

하였다. 특히, 육방정계 단결정 구조를 가지며 선형 테레프탈산 연결

을 통해 연결된 코너 공유 8면체 철 삼량체로 구성된 MOF-235를 선택

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구조로 인하여 넓은 공극 부피와 다수의 열린 

금속 site를 형성하게 되어 흡착제에 적용이 가능하다[11-14]. MOF-235
의 합성 조건에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실험 계획법 

중에 요인 배치법을 사용하였다. 이후 합성된 흡착제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해서 아세틸렌을 이용하여 흡착실험을 수행하였다. 아세틸렌

은 여러 가지 고분자 중합반응에서 불순물로서 흡착에 의한 선택적 

제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 반응표면 분석법을 이용하

여 실험 조건을 수립하였고 도출된 결과를 분석하여 최적의 공정조건

을 제시하였다. 

2. 실    험

실험에 사용된 전구체인 iron (III) chloride hexahydrate (FeCl3⋅
6H2O, 97%)와 terephthalic acid (TPA, 98%)는 Sigma Aldrich에서 

N,N-dimethylformamide (DMF)과 ethanol은 대정화금에서 구매하였

다. 먼저 1 : 500 몰 비율의 TPA와 DMF를 비커에 넣고 10 min간 교

반한 후, 1 : 500 몰 비의 염화철과 에탄올을 첨가한 후 10 min간 교반

하였다. 이후 실험 조건에 따라 혼합물을 homogenizer를 이용하여 30 
s 동안 교반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혼합물을 autoclave에 옮긴 후 다양

한 온도와 합성시간의 조건 하에서 합성반응을 수행하였다. 반응 후 

생성된 물질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에 에탄올을 이용하

여 세척하였다. 이후 80도에서 24 h 동안 건조한 후 MOF-235 입자를 

얻었다. 제조된 MOF-235의 결정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X선 회절 분석

을 수행하였으며, 측정장비로는 CuKa 회절(wavelength 1.5406Å)을 

이용하는 Rigaku Denki사의 powder X-선 회절분석기(D/max=IIIC)를 

사용하였다.
아세틸렌 흡착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된 

fixed-bed에서 수행하였다. 제조된 흡착제 0.04g을 흡착탑에 넣은 후 

He 기체로 30 mL의 유량으로 흘려주면서 200 ℃에서 2 h 동안 전처

리를 한다. 전처리가 끝난 반응기내부의 온도가 상온으로 식을 때까

지 기다린다. 흡착탑 내부의 온도가 상온으로 떨어지면 아세틸렌을 흘

려보내 흡착실험을 수행하였다. 배출된 기체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영

Factor
Level

low (-1) High (+1)

Temperature (℃) 80 150

Time (h) 12 24

Speed (rpm) 0 1,000

Table 1. Factor and Level for General Factorial Design

린 6500GC)를 통해 분석하였다. 실험조건 계획 및 결과 분석은 Minitab 
19을 이용하여 통계적 실험계획법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완전요인 실험법(Full factorial design)
아세틸렌 흡착제로의 MOF-235의 합성공정 최적화를 위해 먼저 합

성공정에서 흡착제의 물성을 결정하는 주요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이전의 연구에서 MOF-235에 사용되는 전구체인 iron (III) chloride 
hexahydrate, terephthalic acid (TPA)는 N,N-dimethylformamide (DMF)
과 ethanol 사이에 최적의 조성을 도출하였다[15]. 최적화된 전구체의 

조성 이외에 실제 합성공정에서는 합성온도, 합성시간 그리고 전구체 

물질의 혼합속도가 중요한 합성공정 변수로 작용한다. 이 3가지 합성

변수가 MOF-235의 물성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험계획법 

중 하나인 완전 요인 실험법을 사용하였다. 완전 요인 실험법에서 반

응은 실험 요인 수준의 모든 조합에서 측정되며, 요인 수준의 조합은 

반응이 측정되는 조건을 나타낸다[16]. 본 연구에서는 2번 반복되는 

23 (2수준, 3인자) 완전 요인 설계법을 도입하였다[17]. 이로 인해 각

각 두 번의 반복으로 8개의 고유한 실험 조건이 발생하여 총 16회의 

실행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제어 가능한 인자(factor) 및 각 

수준(level)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실험 순서를 설계하기 위해서 MINITAB 19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여 테스트 순서를 생성하였고 이후 실험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였다. 입력 변수의 중요성과 출력 응답에 대한 이들의 상호 작

용을 조사하기 위해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산 분석(ANOVA)은 

주요 효과와 반응에 대한 상호 작용의 중요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사

용되었다. Table 2에서 23 계승 설계의 설계 레이아웃과 실험 결과

(response variable)를 도시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표시한 숫자는 XRD 
분석을 이용한 결정화도를 의미하며 클수록 높은 결정화도를 의미한

다. 따라서 MOF-235의 결정구조가 높을수록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흡

착제로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
먼저 각 효과의 중요성을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된 효과의 half-정규 

도표 및 파레토 차트를 구하여 Figure 1에 도시하였다[18]. Figure 1(a)
인 정규 확률도에 따르면 중요 효과는 중요하지 않은 효과보다 적합

선에서 보다 멀리 떨어져 표시된다. 적합선은 효과가 0인 경우 점이 

떨어지는 위치를 나타내며, 중요한 효과에는 레이블이 있고 선의 오

른쪽으로 떨어집니다. 선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으로 “실제” 사실 또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19]. 데이터 범위를 그룹으로 분할하여 Figure 
1(b)와 같이 파레토 차트를 구성할 수 있다. 주요 효과와 그 상호 작용

의 상대적인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을 비교하기 위한 효과의 상대적 

중요성도 파레토 차트에서 관찰된다. 차트 중 2.31에서 표시된 기준선

을 넘어 확장되는 효과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인자임을 나타낸다. 따
라서 차트 용어로 A, B 및 AB (A와 B의 상호작용)가 MOF-235의 결

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다. 즉, 합성 온도(A), 합성시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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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order

Run 
order

Factorial input variable Response 
variableA B C

1 2 80 12 0 485

2 8 150 12 0 128

3 11 80 24 0 1097

4 16 150 24 0 156

5 1 80 12 1,000 601

6 3 150 12 1,000 256

7 9 80 24 1,000 967

8 7 150 24 1,000 229

9 10 80 12 0 370

10 6 150 12 0 169

11 15 80 24 0 935

12 4 150 24 0 104

13 5 80 12 1,000 744

14 12 150 12 1,000 280

15 13 80 24 1,000 918

16 14 150 24 1,000 201

Table 2. Design Layout and Experimental Results of Full Factorial 
Design

Figure 1. (a) Standardized effects for crystallinity of MOF-235 (b) 
standardized effects for crystallinity of MOF-235 using Pareto chart.

Figure 2. The residual plots for crystallinity of MOF-235.

및 AB는 중요하지만 혼합속도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MOF-235의 결정도에 대한 잔차 plot을 Figure 2에 도시하였다. 데

이터의 정규성이 나타났으며 실험의 다른 가정도 충족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정규 확률도는 잔차가 정규적이고 독집적인 분포를 따르는 

지 보여주며 잔차 plot에서 점은 직선에 따라야 한다. Figure 2에서 나

타낸 바와 같이 결정도의 응답 변수와 관련된 오차 값이 직선과 거의 

일치하고 오차 분포가 정상임을 알 수 있다. MOF-235의 결정도에 대

한 분산 분석(ANOVA)을 사용하여 모델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20]. 
Table 3에서는 ANOVA를 사용하여 full factorial design에의 한 통계

처리 결과를 보여준다. R2 값이 1에 가까우면 좋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적합한 모델을 나타낸다[21]. 본 연구에서 R2이 0.98로 이는 도출

된 모델이 반응의 변동성을 0.98 이상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조정된 R2도 매우 높았으며(0.96), 이는 모델이 매우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22]. 또한 R2 값과 조정된 R2 값이 유사하게 도

출되었는데 이는 본 모델에 중요하지 않은 변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밖에도 분산 분석표는 주요 효과 및 교호 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순차 제곱합(Seq SS)와 조정된 제곱합(Adj SS)
을 Table 3에 제공하였다. 주요 효과 도표는 여러 요인에서 효과의 상

대 강도를 비교하는 데 사용된다. Figure 3에서 MOF-235의 결정도에 

대한 합성온도, 합성시간 및 혼합속도의 주요 효과와 상호 작용을 도

시하였다. 주요 효과 분석에서 합성온도가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그
리고 합성온도와 합성시간의 상호 작용이 가장 큰 것으로 도출되었다.

3.2. 중심 합성 계획법(central composition design)
흡착제의 합성조건의 흡착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기 23 완전 요인 설계법에서 도출한 2가지 주요 인자인 합성온도와 

합성시간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반응 표면 분

석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반응표면분석을 통하여 독립변수들

(인자)과 종속변수(특성 변수) 간의 함수 관계를 측정 자료로부터 추

정하여 독립변수들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특성 변수가 어떻게 달라지

는가를 예측한다. 또한, 특성 변수의 최적화 조건을 찾아내고, 가장 적

은 수의 실험으로 가장 좋은 정밀도를 주는 실험계획법을 고려하고, 자
료해석을 통하여 추정되는 적합한 반응표면의 통계적인 성질을 규명

한다. 반응표면분석법(RSM)은 특히 생산공정에서 인자들의 최적공정

조건을 결정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공정품질관리를 위해 활용

되고 있다. 반응 표면 분석에서 중요한 점은 최소의 실험으로 최적의 

실험결과를 얻기 위한 실험점과 실험점의 수이다. 주로 사용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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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Main effects plot for crystallinity of MOF-235 (b) in- 
teraction plot for crystallinity of MOF-235.

법으로 2차 회귀모형을 이용한다. 이 중 적은 실험 횟수로 2차 다항모

형의 회귀계수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중

심합성계획법(central composite design: CCD)을 사용하여 실험을 설

Varialbles
Level

low (-1) Central (0) High (+1)

Temperature (℃) 50 80 150

Time (h) 12 24 36

Table 4.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ir Levels in Central Com- 
position Design

Standard 
order

Run 
order

Factorial input variable Response 
variableA B

1 9 50 12 9.5

2 7 150 12 7.2

3 1 50 36 14.7

4 3 150 36 10.4

5 2 50 24 17.2

6 5 150 24 8.8

7 8 80 12 13.6

8 4 80 36 17.5

9 6 80 24 18.3

Table 5. Design Layout and Experimental Results of Central Com- 
position Design

계하였다.
먼저 주요 요인으로 선정된 합성온도 및 합성시간을 3개의 수준으

로 조건을 선정하여 Table 4에 도시하였다. 합성온도는 50, 80 및 150 
℃, 합성시간은 12, 24, 및 36 h 로 정하였다. 이후, 반응표면분석법 

중에서 2요인-3수준의 중심합성계획법을 이용하여 9 개의 실험조건을 

설계하여 Table 5에 제시하였다. 설계된 조건으로 합성한 MOF-235를 

갖고 아세틸렌 흡착실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response variable로 

도시하였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수행한 흡착실험에서 각각의 흡착제

가 흡수한 아세틸렌의 흡착량이며 단위는 mmol/g이다. 중심합성계획

Source DF Adj SS Adj MS F-Value P-Value

Model 7 1,777,052 253,865 59.68 0.000

Linear 3 1,509,239 503,080 118.26 0.000

A 1 1,319,052 1,319,052 310.07 0.000

B 1 154,842 154,842 36.40 0.000

C 1 35,344 35,344 8.31 0.020

2-Way interactions 3 247,649 82,550 19.41 0.000

A × B 1 216,225 216,225 50.83 0.000

A × C 1 272 272 0.06 0.807

B × C 1 31,152 31,152 7.32 0.027

3-Way interactions 1 20,164 20,164 4.74 0.061

A × B × C 1 20,164 20,164 4.74 0.061

Error 8 34,032 4,254   

Total 15 1,811,084    

R-sq (R2) 0.98   

R-sq (adj) 0.96   

Table 3. Analysis of Variance (ANOVA) for Selected Factori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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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용하여 흡착량과 독립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2차 다항식으로 

도출하였다.

Y = -13.10 + 0.365 A + 1.114 B - 0.001984 A2 - 0.01817 B2 
- 0.00076 AB

이 식에서 Y는 흡착량(mmol/g)이고 A는 합성온도(℃)와 B는 합성

시간(h)을 의미한다. 상기 2차 회귀 모델에 대한 분산 분석(ANOVA)
을 수행하였고 이를 Table 6에 도시하였다. F 값을 고려해 볼 때 

MOF-235 제조 시 합성온도가 합성시간에 비해 흡착제의 성능을 결정

하는데 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A와 B의 교호작용은 

각각의 반응변수에 비해 영향이 미비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본 모

델의 R2 값은 0.94로 상당히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조정된 R2 
값은 0.83으로 차이가 다소 있었다. 이는 모델항의 AB의 값의 영향으

로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중심합성계획법을 이

용하여 도출된 모델식을 신뢰하기에는 충분한 값이다.
2가지 인자들 사이에 결합된 효과를 등고선도와 표면도를 이용하여 

Figure 4에 도시하였다. 합성온도와 합성시간에 따른 MOF-235의 흡

착량을 예측할 수 있었다. 특히, 흡착제의 성능의 최적의 조건이 합성

온도 및 합성시간에 각각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성온도

는 75~100 ℃ 구간에서 그리고 합성시간은 23~34 h 사이에서 가장 

높은 구간의 흡착량을 제시하였다. 반응 표면 분석법의 주요 목적은 

매개 변수의 최적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다. MOF-235의 최대 흡착량

을 달성하기 위한 합성온도와 합성시간의 최적의 값을 RSM을 통해 

결정하여 Figure 5에 도시하였다. 합성온도 86.4 ℃ 그리고 합성시간 

28.7 h의 조건에서 최대 흡착량 18.7 mmol/g을 예측하였다. 모델의 적

합도 지수가 1로 나타났으며, 이는 RSM 예측의 정확성을 보여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최적의 흡착제를 예측하기 위해 먼저 MOF-235의 결

정성을 MINITAB 19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23 요인 설계로 조사하

였다. MOF-235의 결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찾기 위해, 합성 온도, 합
성 시간 및 혼합 속도에 대해 각각 80 및 150 ℃, 12 및 24 h, 0 및 

Figure 4. Contour and surface plot for adsorption capacity of 
MOF-235 based on interaction of main sythensis conditions.

1000 rpm의 2가지 수준을 갖는 3가지 요인을 고려하였다. 요인 설계

를 사용하여 테스트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구별할 수 있었다. 
분산 분석을 통해 합성 온도 및 시간이 MOF-235의 결정도에 중요한 

Source DF Adj SS Adj MS F-Value P-Value

Model 5 130.673 26.1345 8.87 0.051

 Linear 2 60.656 30.3281 10.29 0.045

A 1 37.500 37.5000 12.72 0.038

B 1 23.156 23.1562 7.86 0.068

Square 2 46.658 23.3290 7.91 0.064

A × A 1 32.964 32.9641 11.18 0.044

B × B 1 13.694 13.6939 4.65 0.120

2-Way interaction 1 0.875 0.8749 0.30 0.624

A × B 1 0.875 0.8749 0.30 0.624

Error 3 8.843 2.9476   

Total 8 139.516    

R-sq (R2) 0.94   

R-sq (adj) 0.83   

Table 6. Analysis of Variance (ANOVA) for Central Composit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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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sponse optimization plot for the maximum adsorption of 
MOF-235 based on main synthesis conditions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선택된 두 가지 합성 조건이 실제 아

세틸렌 흡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반응표면분석법(re- 
sponse surface method: RSM)중 하나인 중심합성 계획법을 적용하였

다. 설계된 실험 조건에서 수행한 결과를 이용하여 도출된 회귀식은 

반응변수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었다. 이 모델의 적합성은 응답에 대

한 실험값과 예측 값 간의 상관관계에 의해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독립변수 및 그 상호작용의 유의성은 분산분석으로 

평가하였으며, 사용된 모델이 응답변수를 유의미하게 잘 부합되며, 응
답과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적합하게 잘 설명해 주었다. 주어진 모델

식을 통한 최적의 합성조건에서 제조된 흡착제는 18.7 mmol/g이 흡착

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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