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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 시그마를 이용한 연료전지 촉매구조의 최적화
Fuel Cell Catalyst Optimization by Six S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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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연료 지에 사용되는 백 매 제조 공정상의 변수로서 환원제를 사용 하 다. 환원조  횟수, 환원온도, 

환원제의 양 그리고 공정시간의 네 가지의 제어인자에 변화를 주어 입자의 크기와 ICP 수율 등의 매 

구조에 한 최 화의 평가를 해 six sigma 의 design of experiment 기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변수간의 

최 을 확인해 보았다. 부분요인배치를 통해 입자크기 2.2nm 이하와 ICP수율 75% 이상의 매제조를 

하여 도출된 결과로서 주된 제어인자는 환원 시간과 환원 온도로서 밝 졌고 각 변수의 최  조건으로서

는 환원조 횟수 1회, 환원온도 67-88℃, 환원제의 양 0.5ml 그리고 10분의 공정시간에서 최 화가 이루어

졌다.

 
■ 중심어 :∣연료전지∣식스시그마∣촉매환원공정∣수소에너지∣

Abstract

Reducing agent was used as process variable for Pt catalyst production process. By using six 

sigma the optimum operating variables condition for particle size and ICP yield were deduced. 

With the help of fractional factorial design the major variables were reduction temperature and 

process time. Also, the optimum number of reduction process, reduction temperature, quantity 

of reducing agent and process time were 1, 67-88℃, 0.5 ml and 10minut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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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료 지는 그 자체의 청정성과 고 효율성으로 인하

여 재 각종 연구 분야에 각  받고 있는 미래의 에

지원이다. 연료 지는 해질의 종류와 이동하는 이온

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연료 지가 있다. 그 

 몇 가지 를 들자면, 고체 해질을 사용하는 SOFC 

(solid oxide fuel cell), 용융탄산염을 사용하는 MCFC 

(molten carbonate fuel cell), 고체고분자형 연료 지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PEMFC) 등이 

있다. 그  PEMFC는 여타의 여러 가지 방식의 연료

지 에서 재 그 기술  성숙도가 가장 높아 상용

화에 가장 근 한 기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PEMFC의 특징으로서는 90℃ 이하의 낮은 운 온도에 

따른 우수한 시동  운 특성과 이동형 원에서 수송

용 그리고 분산발 시스템 까지 응용될 수 있는 폭넓은 

응용분야 때문에 재 기술의 성숙도가 가장 높은 기술

이라 할 수 있다. 한 기화학 반응을 통한 에 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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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따른 부산물은 오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 순

수한 물로써 환경에 거의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친

환경 청정에 지 기술로서 각 을 받고 있으며 재에

는 수소연료 지 자동차  가정용 소형 열병합 연료

지 분야, 그리고 분산발  분야 등에서 상용화가 거의 

임박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연료 지는 여러 분야

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6].

연료 지 시스템은 기 발생장치인 stack 과 이를 

유지시켜 주는 BOP (balance of plant)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연료 지 시스템  가장 핵심 인 부분

이 stack 이라고 할 수 있다. 연료 지 stack에 있어서 

가장 요한 기술 인 분야는 기화학 반응의 심장이

라 할 수 있는 극 매의 제작과 stack의 설계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연료 지 stack의 설계에 있어서는 기체

유로의 설계, 체결, 분리 의 설계 등의 기계 인 요소

가 필요하게 된다. 한 편 극 매의 제작에 있어서는 

백 의 loading을 이고 단  면 당 출력을 높이기 

하여 매 반응 면 의 최 화가 요구된다. 한 단

 지의 성능은 매의 활성도와 물질 달(mass 

transport)이 기여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의 

활성도와 mass transport 모두 향상된 매가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입자크기를 인다면 은 

양의 백 을 가지고도 보다 큰 매의 반응면 이 가능

하고, 나아가 stack의 체 인 백 량을 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하여 매의 

활성도를 향상시키기고 반응면 을 증가시키기 하여 

입자크기의 감이 요구된다. 한 mass trasnsport 

loss에 의한 성능의 하를 막기 해서는 코 된 매

층이 얇아야 하므로 매층 단  부피당 백 의 담지량

을 늘려야 한다. 이에 그 요구조건으로서 백  입자의 

크기는 평균 2.2nm 이하로 리해야 하며, 매층의 백

 담지량은 ICP수율로서 그 허용치는 73wt% 이상이 

요구된다. 매의 입자크기와 백 담지량을 결정짓는 

공정상에서 환원과정 에 그 결과가 좌우된다. 특히 

환원과정에서 환원 pH 조 횟수의 수, 환원온도, 환원

제의 양 그리고 공정시간의 네 가지의 요한 변수의 

변화에 따라 앞서 설명한 입자의 크기와 ICP 수율이 결

정된다. 여기에 이 네 가지 인자들에 한 각각의 최

화가 필요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six sigma를 도입

하여 그 최 화를 시도하 다. 

Six sigma란 복잡한 통계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통계를 통한 공정합리화를 한 도구로 공장에서의 불

량률을 이기 한 최 화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재 six sigma는 계속 인 발 을 이루어 단순한 공장

의 불량률 감의 도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상의 

개선에도 이용되고 있다. 한 학문 인 도구 보다는 

장의 경험치를 이용한 최소한의 실험  시도로서 최

을 구할 수 있는 도구로서 minitab
Ⓡ의 간단한 조작

만으로도 최 화된 공정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본 

연구에서는 R&D six sigma를 사용하여 연료 지의 

매구조의 최 화인 2.2mn 이하의 입자크기와 ICP수율 

73% 이상의 결과치를 구하기 하여 앞서 설명한 환원 

pH 조  횟수, 환원온도, 환원제의 양 그리고 공정시간

의 네 가지의 공정변수들 간의 최 을 도출하는 작업

을 진행하 다. R&D six sigma의 design of experiment 

(DOE)를 이용하여 연료 지 매의 생산을 한 공정 

변수의 최 을 찾고자 한다. 이를 해 연료 지 

매의 생산을 한 환원과정 내에서 최소한의 실험을 통

하여 핵심 인 네 가지 인자 사이에 최 을 찾아내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II. 실 험

1. Gage R&R
실험장비의 작동에 있어서 측정자 별로 각자의 습  

 작동기 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이의 결과

로 인하여 실험의 결과가 조 씩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 있어서 입자의 크기를 측정함에 있어 XRD 

(X-ray Diffraction)을 사용하여 입자의 크기를 측정한

다. 이 때 XRD Data를 얻고 Scherrer Equation을 이용

하여 입자크기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때 Base Line

을 잡는 방법과 Peak의 최 을 정하는 방법이 측정

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에 같은 샘  5개

에 하여 3명의 각기 다른 측정자들이 각각 2회씩 무

작 로 입자크기를 측정하여 측정자에 따른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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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ge R&R 로 측정하 다. 이 때 사용된 샘 은 여러 

가지의 입자크기가 다른 샘 을 사용하 으며, 각기 다

른 3명의 측정자들이 측정 하 다. 그 과정에 사용된 

minitab
Ⓡ의 worksheet은 아래의 [그림 1]에 설명되어 

있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gage R&R을 한 각 3명의 

측정자가 5개의 샘 을 측정한 값을 worksheet에 입력

한 결과이다. [그림 1]에 나타난 number는 각기 다른 

크기를 가지는 샘 을 의미하고, operator는 실험자를 

의미한다. 그에 따른 결과인 size 의 측정값이 정리되어 

입력되어 있다. 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한 결과가 [그림 

2]에 표 되어 있다. 사용자에 따른 변화 값과 횟수별 

변화 값이 거의 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를 한 gage R&R 분석결과는 사용자 그리고 횟수

에 따른 장치의 향성은 거의 무 하여 실험 장비에 

한 신뢰도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측정자에 따른 gage R&R 캡쳐화면

2. 실험설정
본 연구에는 앞서 설명한 4가지 환원공정에 있어서의 

변수인 환원 pH 조  횟수, 화원온도, 환원제의 양 그리

고 환원공정시간과 입자의 크기  ICP수율과의 상

계를 설명하기 하여 나머지의 매 제조 공정은 모

두 같다고 제하고 환원공정에서의 유의성만을 검증

하는 작업을 진행하 다.

그림 2. Gage R&R 결과

결과분석은 인자 수 4개를 모두 배치하여 두 번 반복

으로 32번의 실험을 통해 결과물을 얻는 방식인 완 배

치법을 사용하지 않고 부분배치법을 사용하여 

screening을 통해 실험의 횟수를 여 16번의 실험으로 

진행 하 다. 즉 4인자 2수 의 부분배치법을 이용하여 

실험  분석을 진행하 다. 그 실험의 배치는 [표 1]에 

표 되어 있다.

 

3. 실험배치
실험의 진행은 4인자 2수 의 부분배치법으로 2번 반

복하여 진행하 다. 결과 으로 8번의 실험이 각각 두 

번 반복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모든 실험은 상호 

연 성을 배제하기 하여 무작 로 실시하 다. 이 때 

무작  실험의 배치는 minitabⓇ의 random 기능을 이용

하 다. 본 연구의 목표는 입자크기 2.2nm 이하 ICP수

율 73% 이상의 매를 제작하는 것이다. 그에 따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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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있어서 [표 1]에 각각의 특성치와 제어인자를 나

열하 고 한 실험 계획과 배치법에 한 설명을 표

하 다. 

결과

이름, 단 목 표

입잨크기, nm < 0.23
ICP수율, % > 73

공정변수

Name 단

환원횟수 회
환원온도 ℃
환원제양 ml
환원시간 min

표 1. 공정목표치와 공정변수

III. 결과 및 고찰

1. 공정변수에 따른 촉매의 물성변화
부분배치법에 의한 16회의 실험을 통하여 결과치를 

얻게 되었다. 앞서 설명한 4가지의 환원공정에 있어서

의 변수의 변화에 따른 입자의 크기와 ICP 수율의 변화

를 표 했다. 각각의 실험 결과치는 minitab
Ⓡ의 

random 기능을 이용하여 무작  배치를 한 후 진행 하

다. 공정변수  환원 pH 조  횟수, 환원원도, 환원

제 양 그리고 환원시간은 1회와 7회, 20℃와 90℃, 0.5ml

와 1.5ml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원시간은 10분과 50분으

로 각각의 인자에 해 2번씩 실험을 진행하 다.

[그림 3]에는 환원횟수, 환원온도, 환원제의 양 그리

고 환원시간이 입자크기에 미치는 향에 한 설명이 

되어 있다. 그림에서 표시된 N, R_Temp, R_Amount 그

리고 R_Time 은 각각 환원 횟수, 환원온도, 환원제의 

양 그리고 환원시간을 나타낸다. 1회와 7회 환원횟수를 

실시한 결과 환원횟수의 증가에 따라 입자의 크기는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환원온도의 향성은 환

원온도의 증가에 따라 매입자의 크기는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환원제의 양에 따른 매입자 크기의 

변화는 증가함을 볼 수 있었으나 그 효과는 나머지 다

른 변수들에 비하여 상 으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환원시간에 따른 입자크기의 변화

는 환원시간을 증가함에 따라 입자크기는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공정변수에 하여 입

자크기의 변화는 환원횟수와 환원시간을 늘릴 경우 입

자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머

지 두 변수인 환원온도와 환원제의 양을 늘리는 경우 

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그림을 통하

여 네 가지의 변수 가운데 입자의 크기에 가장 큰 향

력을 미치는 두 가지 변수는 환원온도와 환원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두 가지 변수에 한 분석이 [그림 

4]에 설명되어 있다.

그림 3. 각 공정변수의 입자크기에의 영향성

그림 4. 각 공정변수의 ICP수율 영향성

[그림 4]에는 입자크기에 있어서 환원온도와 환원시

간의 두 공정변수간의 상호 향성에 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은 한 변수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다

른 변수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왼쪽 

편의 그래 에서 실선은 환원온도를 20℃로 고정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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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환원시간의 변화에 따른 입자크기의 변화이고 

선은 환원온도 90℃ 에서의 환원온도 변환에 따른 입

자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왼편 아래쪽의 그래 는 환원

시간을 고정한 상태에서 환원온도의 변화에 따른 입자

크기의 변환을 나타내었다 실선은 환원시간 10min이고 

선은 환원시간 50min을 나타낸다. 각각 두 가지의 연

결선이 교차하면 이를 상호 교호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7],  교호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

쳐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범  내에서는 

교호작용이 용 되지 않기 때문에 변수 상호간 독립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에서는 앞서 설명한 네 가지의 공정변수가 

매의 ICP수율에 미치는 향을 설명되었다. 환원공

정 횟수, 온도, 환원제의 양 그리고 환원시간 모든 변수

들이 증가됨에 따라 수율은 낮아짐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상호간 trade-off 되는 변수들은 환원온도, 그리고 

환원제의 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변수들 에 ICP수

율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큰 변수는 환원온도와 환원시

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에서는 ICP수율에 미치는 변수들 간의 교호

작용에 한 분석의 결과가 설명되어 있다. 오른쪽 

의 그래 는 환원온도를 고정해놓은 상태에서 환원시

간의 변화에 따른 ICP수율의 변화량을 분석한 그림이

다. 이 그림에서 실선과 선은 각각 환원온도 20℃와 

90℃에서의 ICP 수율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환원온도가 20℃인 경우에는 환원시간에 하여 ICP수

율이 증가함을 보이나 환원온도 90℃에서는 그 반 의 

상이 보인다. 실제 환원온도의 범 를 넓힌다면 교호

작용이 상될 수 있으나 실제의 운 범  내에서는 교

호작용은 무시해도 괜찮은 수 이라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왼쪽 아래의 그래 는 실선과 선이 각각 환원시

간 10min과 50min 일 때의 환원온도에 따른 ICP수율의 

변화량을 나타낸 그림이다. 두 경우 공히 환원온도의 

증가에 따라 ICP 수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나 

두 직선이 겹치는 것으로 보아 교호작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다 복잡한 교호작용의 분석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그래 의 경향이 같고 교

차하는 부분이 큰 값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교호작용

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교호작용을 

한 분석은 향후의 연구에서 진행 하도록 하고 본 연구

에서는 교호작용은 다는 가정을 두고 연구를 계속 진

행하기로 하 다. 한 앞서 설명한 네 가지의 변수  

가장 향력이 큰 두 개의 변수를 골라 그 향성과 최

에 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그림 5. 입자크기에 대한 공정온도와 공정시간간의 교호작용 
분석

그림 6. ICP수율에 대한 공정온도와 공정시간간의 교호작용 
분석

[그림 7]에서는 환원온도와 환원시간이 입자의 크기

에 미치는 향에 하여 등고선으로 표  하 다. 환

원온도가 낮을수록 입자의 크기는 작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한 환원시간 역시 환원시간을 일수록 

입자의 크기는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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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입자크기에 대한 공정온도와 공정시간간의 contour 
plot

그림 8. ICP수율에 대한 공정온도와 공정시간간의 contour 
plot

[그림 8]에서는 환원온도와 환원시간이 ICP수율에 미

치는 향에 하여 등고선으로 표  하 다. 이 경우

에는 환원시간이 ICP수율에 미치는 환원온도가 미치는 

향성에 비하여 상 으로 낮음을 볼 수 있다. 하지

만 환원시간의 증가에 따라 ICP수율이 낮아짐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환원온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도의 증

가는 ICP수율을 낮춤을 볼 수 있다.

2. 공정변수의 최적화 및 검증
[그림 9]는 앞에서 나타낸 환원온도와 환원시간이 

매입자의 크기와 ICP 수율에 미치는 향을 나타낸 두 

개의 등고선을 겹쳐(overlaid contour plot) 놓은 형태 

이다. 이 그림에서 오른쪽 아래 부분의 삼각형 형태를 

보이고 있는 흰색 부분이 기에 설정한 두 가지의 목

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공정변수의 범 를 나타내고 있

다. 나머지 공정변수인 환원횟수와 환원제의 양은 공정

비용을 고려하여 각각 1회와 0.5ml 로 고정하 다. 이 

결과에 따르면 두 변수간의 최 화된 은 최소 환원시

간을 10min 이고 이를 기 으로 약 67℃ 와 88℃ 사이 

라고 할 수 있다. 공정 운 상의 비용과 운 상의 편의

성을 감안하여 공정변수인 환원횟수, 환원온도, 환원제

의 양 그리고 환원시간은 각각 1회, 80℃, 0.5ml 그리고 

10min 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게 구하여진 최 화된 

공정변수의 검증을 하여 최  조건에 맞추어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은 완 한 검증을 하여 3회에 걸쳐 

같은 실험을 진행 하 다. 최 화가 진행된 로 구해

진 조건하에 수행된 실험의 결과로서 입자크기는 3회

에 걸친 실험에 있어 2.20nm, 2.19nm 그리고 2.20nm 이 

구해졌고, ICP수율은 각각 73.8%, 74.1% 그리고 73.1%

의 결과를 얻어 six sigma를 사용한 최 화된 공정변수

에 한 검증을 완료했다. 그 결과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9. 입자크기와 ICP수율에 대한 공정온도와 공정시간간
의 겹쳐진 contour plot

표 2.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치
반복횟수 입자크기, nm ICP 수율, %

1 2.20 73.8
2 2.19 74.1
3 2.18 73.1

IV. 결 론

Six sigma 기법의 design of experiment (DOE)를 이

용하여 매제조상의 요 변수인 환원횟수, 환원온도, 

환원제의 양 그리고 환원시간의 네 개의 공정변수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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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을 도출하 다. 4인자2수 의 부분배치법을 사

용하여 총 16회의 실험을 실시하여 최 화된 을 확인

하 다. 공정비용  시간을 고려하여 최종 인 결론으

로서 환원횟수, 환원온도, 환원제의 양 그리고 환원시간 

의 최 은 각각 1회, 80℃, 0.5ml 그리고 10min 으로 

도출되었다. 그 결과로서 최 화된 공정변수를 이용한 

실험 결과로서도 검증을 시도한 결과 원하는 목표치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 Six sigma를 통하여 은 실험횟

수로도 최 을 구하려는 시도를 본 연구에서 진행하

다. 향 후 이번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다른 변수  

목표 값에 한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의 연료

지 연구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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