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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파 가열(microwave heating)에 의하여 제올라이트 NaY를 합성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존의 가열 방법(conventional 
heating)에 의하여 합성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같은 승온 속도를 사용하였을 때는 마이크로파에 의하여 가열하였을 때가 
기존의 가열 방법에 비하여 NaY 결정 생성의 유도 기간(induction period)이 감소하였으며 결정의 생성 속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마이크로파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승온 속도가 빠를 때도 유도 기간이 감소하고 결정 생성 속도가 증가하였다. 빠른 
승온 속도에서 합성하였을 때 최종 결정의 크기가 크며, 이는 마이크로파의 사용에 의하여 더욱 증가하였다. 빠른 승온 
속도에서는 반응 시간이 짧아져서 NaY의 합성에 소모되는 에너지 소모량은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조건에서는 에틸렌글리
콜조(ethylene glycol bath)를 사용한 기존 가열 방법에서의 에너지 소모량이 마이크로파 가열보다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항상 효율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승온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면 
마이크로파 가열에 의해서 에너지 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NaY를 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NaY zeolites synthesized by microwave heating were compared with those obtained by conventional heating. When the same 
temperature increasing rates were adopted in both heating methods, the microwave heating shortened the induction period and 
enhanced the rate of crystallization of NaY zeolites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heating. Irrespective of microwave radia-
tion, the fast temperature increasing rate also shortened the induction time and enhanced the crystallization of NaY zeolites. 
The crystal sizes of NaY zeolites were large under the fast temperature raise of the reaction mixture and became larger by 
microwave radiation. At the same time, the fast temperature increasing rate has reduced the energy consumption due to the 
fast completion of reaction during the synthesis of NaY zeolite. The energy consumption in the conventional ethylene glycol 
bath was lower than that in the microwave oven with the same temperature increasing rate in this study, which means that 
the energy efficiency is not always high in microwave heating. If the temperature increasing rate is carefully controlled, how-
ever, NaY zeolite can be produced with high energy efficiency in the microwave 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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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제올라이트는 잘 발달된 세공 구조를 갖는 결정성 물질로서 선택성

이나 열 안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석유화학 공업에서 촉매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다[1]. 지금까지 제올라이트의 합성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알칼리

성의 무정형 aluminosilicate gel을 출발 물질로 하여 제조한 반응 용액

을 오토클레이브에 넣고, convection oven이나 oil bath 등과 같은 기존

의 가열 방법(conventional heating)에 의한 수열 합성법을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가열(microwave heating)
에 의하여 A, X, Y, ZSM-5, MFI, β-제올라이트와 AlPO4-5 등 제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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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물질들의 합성에 관한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들은 

마이크로파 가열을 이용하여 합성할 경우 핵 성성 단계에서 유도 기

간(induction period)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합성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출발 물질의 조성이 넓은 영역에서 합성이 가

능하고, 결정 입자의 크기 분포가 좁으며, 고순도의 결정을 합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2-8]. 제올라이트 합성에서 마이크로파 가

열과 기존의 가열방법에 의한 비교연구에 의하면, 마이크로파 가열은 

기존 가열 방법에 비하여 반응물의 균일한 가열이 가능하며 승온 속

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구 용액의 해리 속도를 증가시켜 주고, 따라서 

유도 기간이 단축되고, 결정 생성 속도를 증가시켜 합성시간이 단축

된다고 하였다[9,10]. 마이크로파 에너지는 제올라이트와 같은 nano-
porous material의 합성뿐만 아니라 유기 합성, 선택적 흡착, 산화-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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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emperature profiles in the reactor during the synthesis of 
NaY in (A) the ethylene glycol bath and (B) the electric oven.

반응, 중합 반응 등의 많은 화학 반응의 연구에도 이용되어 왔는데,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반응 속도와 선택성을 향상시켜

줄뿐만 아니라, 반응에 소모된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11,12].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파 가열에 의해 NaY의 합성에 대하여 연구

하고, 그 결과를 기존의 가열 방법에 의해 합성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기존의 가열 방법으로는 전기 오븐(electric convection oven)과 에틸렌

글리콜조(ethylene glycol bath)를 사용하여 반응물의 승온 속도를 달

리하고, 승온 속도가 NaY 합성의 유도 기간, 결정화 속도 및 결정 구

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합성에

서는 기존 가열 방법과 같은 승온 속도를 갖도록 마이크로웨이브 오

븐(microwave oven) 내의 온도를 조절하여 NaY를 합성하고, 같은 승

온 속도일 때 마이크로파 에너지가 NaY의 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NaY의 합성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측정하여 

마이크로파에 의한 가열과 기존의 가열 방법 간의 에너지 효율에 대

해서도 고찰하였다.

2. 실    험

  NaY의 합성에 사용한 용액의 조성은 4Na2O : Al2O3 : 8SiO2 : 140H2O
이며, 이 용액을 실온에서 48 h 동안 교반시킨 후 합성에 사용하였다. 
기존의 가열 방법에 의해 NaY를 합성하기 위하여 전기오븐(1300 W)
과 에틸렌글리콜조를 사용하였다. 전기오븐은 PID 제어에 의하여 온

도를 조절하였으며, 에틸렌글리콜조는 환류 냉각기가 부착된 부피 1 
L의 비이커에 600 mL의 에틸렌글리콜을 넣고, 300 W의 가열 맨틀을 

이용하여 에틸렌글리콜의 온도를 조절하였다. 전기오븐 또는 에틸렌

글리콜의 온도를 100 ℃로 유지한 후 20 g의 용액이 담긴 반응기를 

넣고 반응을 시작하였으며, 이 때 열전대를 이용하여 반응 용액의 온

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마이크로파 가열을 이용한 합성에서는 20 g의 

용액이 담긴 반응기를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ARS5, CEM corpo-
ration, 1200 W)에 넣고, 1 min 동안 100 ℃까지 승온시킨 후 100 ℃
에서 반응시켰다. 마이크로파 가열을 이용한 합성에서는 에틸렌글리

콜조와 에너지 효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총 출력의 25%인 300 W를 

사용하였다. 또한 승온 속도가 NaY의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

하여, 전기오븐과 에틸렌글리콜조에서 측정한 온도 변화 속도와 같도

Figure 2. XRD patterns of NaY synthesized in the ethylene glycol bath 
for (A) 110 min, (B) 130 min, (C) 150 min, (D) 165 min, (E) 180 
min, and (F) 190 min. 

록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의 온도를 조절하며 NaY를 합성하였다. 반응

이 진행되는 도중 동력 측정 장치(Watts-up Pro)를 이용하여 반응에 

소모된 에너지를 구하였다. XRD를 이용하여 생성된 NaY의 상대 결

정도를 구하였으며, 결정 구조를 연구하기 위하여 SEM (JEOL 5400)
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기존 가열 방법에 의한 NaY의 합성

  Figure 1에는 전기오븐과 에틸렌글리콜조를 사용하여 NaY를 합성

하면서 반응 시간에 따른 반응기 내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두 경

우 모두 장치 내의 온도를 100 ℃로 유지한 상태에서 반응기를 넣었

음에도 불구하고 반응기 내의 온도 증가 속도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에틸렌글리콜조를 사용하였을 때의 승온 속도가 

훨씬 빨라서 95 ℃에 도달하는 시간이 약 20 min이 걸리는 반면, 전기 

오븐을 사용하였을 때는 약 50 min이 지나야 같은 온도에 도달함으로

써 에틸렌글리콜조에서 약 30 min 빠르며, 또한 반응 온도인 100 ℃
에 도달하는 시간도 에틸렌글리콜조에서 약 20 min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틸렌글리콜조에서의 승온 속도를 

빠른 승온 속도, 전기 오븐에서의 승온 속도를 느린 승온 속도라고 사

용하였다.
  Figure 2에는 에틸렌글리콜조를 사용하여 합성한 NaY의 XRD 
pattern을 나타내었다. 반응 시작 후 약 110 min이 지나서 NaY의 결정

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약 150 min 후에는 결정도가 급격히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NaY의 상대 결정도는 본 연구에서 합성된 NaY 중 가

장 결정도가 높은 시료를 기준으로 하여, 이들 피크 중 2 θ가 10.1°, 
15.6°, 23.5°, 27.7° 및 31.3°의 피크들의 높이의 합으로부터 구하였다. 
Figure 3에는 에틸렌글리콜조와 전기 오븐에서 합성한 NaY의 상대 

결정도를 반응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으며, 이 그림에서 상대 결정도

가 20%와 80% 사이의 직선 부분의 기울기로부터 결정화 속도를 구하

였다. 반응 시작 후 처음으로 NaY의 결정이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

을 나타내는 유도 기간은 에틸렌글리콜조에서는 110 min이고, 전기오

븐에서는 150 min이었다. 즉, 반응기 내의 승온 속도가 빨라서 반응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빠를수록 유도 기간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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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lative crystallinity of NaY synthesized by conventional 
heating in (A) the ethylene glycol bath (■) and (B) the electric oven
(●).

Figure 4. Scanninig electron micrographs of NaY synthesized by con-
ventional heating:  (A) 165 min and (B) 200 min in the ethylene glycol 
bath and (C) 210 min and (D) 270 min in the electric oven.

있다. Komarneni 등[9]에 의하면 colloidal silica를 실리카원으로 사용

한 NaY의 합성 연구에서 마이크로파 가열을 사용한 경우가 기존의 

가열 방법에 비해 결정 생성 속도가 3∼4배 빠르며, 이는 마이크로파 

에너지에 의한 빠른 승온 속도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Figure 3의 

결과에서 보면 에텔렌글리콜조에서의 결정 생성 시간이 전기 오븐에 

비해서 약 1 h 단축되었는데, 이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지 않더

라도 승온 속도를 빠르게 하면 NaY의 결정 생성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결정화 속도도 에틸렌글리콜조와 전기 오

븐에서 각각 118 µmol/min과 100 µmol/min로써 승온 속도가 빠른 에

틸렌글리콜조에서 약간 빠르게 나타났다.
  Figure 4에는 기존의 가열 방법에 의하여 합성한 NaY의 SEM 사진

을 나타내었다. Figure 4(A)와 4(C)는 각각 에틸렌글리콜조와 전기 오

븐에서 165 min 및 210 min 동안 반응시킨 결과로서 상대결정도는 약 

50 ± 5%일 때이다.  Figure 4(A)에서 보면 이미 많은 결정들이 성장하

여 있으나, 결정의 표면에 약간의 무정형 젤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가 있다. 그러나 Figure 4(C)는 반응 시간이 210 min으로 훨씬 긴데도 

Figure 5. Relative crystallinity of NaY synthesized by microwave heat-
ing with the same temperature increasing rate as in (A) the ethylene 
glycol bath (□) and (B) the electric oven (○).

불구하고, 크기가 작은 결정(배율 7500)들이 무정형 젤의 표면을 둘러

싸고 있다. Figure 4(B)와 4(D)는 결정화가 끝난 뒤의 SEM 사진으로

서 더 이상 무정형 물질은 보이지 않으나, 에틸렌글리콜조에서의 결

정 크기가 약간 크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결정 생성 속도 및 결정

의 크기는 반응 온도의 승온 속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승온 속도가 빠르면 무정형젤 상의 미세결정의 생성 기간이 짧고, 따
라서 결정 성장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결정의 크기도 크며 최종 수율

도 증가하게 된다. 반면 승온 속도가 느린 전기 오븐에서는 유도 기간

이 길 뿐만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 오래 있기 때문에 미세결정의 생성 

속도는 느리지만 생성된 결정의 숫자는 더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더 오랜 시간동안 반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승온 속도가 느린 

전기오븐에서 생성된 결정의 크기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가하지 않더라도 승온 속도를 빠르게 하면 젤 

상태의 전구 용액의 해리 속도를 증가시켜 nucleation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결정 생성 시간이 단축되며 결정화 속도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3].

  3.2. 마이크로파 가열에 의한 NaY의 합성

  에틸렌글리콜조 및 전기오븐 내에서의 승온 속도와 같도록 온도 프

로그램을 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내에서 NaY의 합성 실험을 행하고, 
이들의 XRD pattern의 특성 피크의 높이로부터 상대 결정도를 구해 

Figure 5에 나타내었다. 유도 기간은 빠른 승온 속도에서 90 min인 반

면 늦은 승온 속도에서는 120 min으로 그 차이는 기존 가열 방법에서

의 차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결정화 속도는 늦은 승온 속도

에서 113 µmol/min에 비해서 빠른 승온 속도에서는 286 µmol/min로

서 기존 가열 방법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결정 생성 시간

도 크게 단축되었으며 최종 생성물의 상대 결정도도 빠른 승온 속도

에서 약 10% 이상 증가하였다.
  Figure 6에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서 에틸렌글리콜조와 같은 승

온 속도를 갖도록 온도를 조절하면서 합성한 NaY의 SEM 사진을 나

타내었다. 90 min간 반응시킨 결과인 Figure 6(A)를 보면 대부분이 무

정형의 젤 상태처럼 보이지만, 이 시료의 XRD 결과를 보면 상대결정

도가 약 5%로써, 이미 NaY의 미세 결정들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6(B)는 120 min 동안 반응시킨 결과로서 무정형 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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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NaY synthesized in the microwave oven with the same temperature increasing rate as in the ethylene 
glycol bath for (A) 90 min, (B) 120 min, and (C) 180 min.

Figure 7.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NaY synthesized in the mi-
crowave oven with the same temperature increasing rate as in the elec-
tric oven for (A) 180 min and (B) 225 min.

크기는 점점 줄어들면서 큰 결정들이 많이 생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반응이 완전히 끝난 후의 결과인 Figure 4(C)에는 무정형의 물질은 모

두 소멸되고 뚜렷한 NaY의 결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경우 단일 

결정이 생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성된 결정들이 twinning 현상에 의

하여 3차원적으로 성장한 커다란 결정도 관찰할 수 있다.
  마이크로파 가열을 이용하여 전기 오븐과 같은 늦은 승온 속도로 

온도를 조절하면서 합성한 NaY의 SEM 사진을 Figure 7에 나타내었

다. Figure 7(A)는 반응 180 min 후의 결과로서 NaY의 결정이 많이 

생성되었지만, 아직 결정의 표면에 소량의 무정형 물질들이 남아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XRD 결과에 의하면 이 시료의 상대 결정도는 

약 60%로써, 빠른 승온 속도로 같은 시간 동안 반응시켜 얻은 Figure 

6(C)와 비교하면 결정성이 많이 떨어진다. 반응 225 min의 결과인 

Figure 7(B)를 보면 무정형 물질은 보이지 않으며, NaY 결정 생성 반

응이 완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 역시 Figure 6(C)와 비

교해 보면 늦은 승온 속도에서는 반응 시간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정의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상대결정도도 약 93%로써 

NaY의 수율도 더 작게 나타났다.
  제올라이트 및 결정성 분자체 물질들의 생성 기구는 다음과 같이 

일련의 단계를 거쳐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 단계는 용액으

로부터 형성된 무정형 젤로부터 크기 1 nm 이하의 미세 결정들이 생

성되는데, 이 결정들이 단위격자의 전구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미세 결정들이 nucleation에 의하여 0.01 µm 이하의 단일 결정이 

된다. 다음 단계는 이 결정들이 다시 용액 중의 반응물이나 무정형 젤

상으로부터 생성되는 미세결정과의 표면 반응에 의하여 더 큰 결정으

로 성장하는 결정화(crystallization) 단계이다.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미 형성된 단위 결정들이 재용해하여 다른 결정들과 반응하여 더 

큰 결정으로 성장하는 Ostwald ripening에 의하여 진행되기도 한다고 

하였다[14]. 본 연구에서 NaY의 결정화 속도는 승온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뿐 아니라,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가 NaY 결정의 생성 기구에 

영향을 미쳐 결정화 속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마이크

로웨이브 에너지를 사용하는 빠른 승온 속도의 경우 결정화 속도가 

가장 빠른데 이는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가 유도 기간이 단축시킬뿐

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마지막 단계 즉, 생성된 결정과 무정형 젤

과의 표면 반응 단계의 속도를 빠르게 하여 결정 생성 속도를 빠르게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마이크로파 가열에 의한 NaY의 합성시 승온 속도의 변화가 유도 

기간이나 결정화 속도, 상대 결정도 등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크로파 

가열을 사용하지 않을 때와 비슷하다. 즉, 두 경우 모두 승온 속도가 

빠를수록 유도 기간은 감소하며, 따라서 결정의 성장도 빨리 시작되

기 때문에 결정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같은 반응 시간에서 결정의 

크기가 증가한다. 그러나 승온 속도가 빠르면 전구물질의 생성 시간

이 짧기 때문에 그 숫자는 줄어들게 되고 최종 생성물의 결정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종생성물의 결정의 크기는 

마이크로파 가열의 경우가 기존의 가열 방법에 의해서 얻은 결정의 

크기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이크로파 가열을 이용하여 합성한 결과인 Figure 5를 기존 가열 

방법의 합성 결과인 Figure 3과 비교해 보면, 같은 승온 속도를 사용

하였을 때는 두 경우 모두 마이크로파 가열에 의해 NaY를 합성했을 

때가 기존 가열 방법에 비해 유도 기간과 결정 생성 시간이 단축되고, 
결정화 속도와 최종 생성물의 결정도 등이 모두 향상하였다. 즉, 승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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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nergy consumption for the synthesis of NaY by conven-
tional heating in the ethylene glycol bath (■) and in the electric oven
(●) and by microwave heating  with the same temperature increasing 
rate as in the ethylene glycol bath (□) and  in  the electric oven (○).

속도에 관계없이 마이크로파 가열에서 유도 기간은 약 20∼30 min이 

단축되었으며, 결정화가 시작되는 시간도 유도 기간의 감소만큼 단축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서 늦은 승온 속도

를 사용한 경우의 결정화 속도는 113 µmol/min로써, 기존 가열 방법

에 의한 결정화 속도인 100 µmol/min보다 약간 크게 나타났다. 그러

나 빠른 승온 속도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사용한 경우가 286 
µmol/min로써 기존 가열 방법에서의 118 µmol/min보다 결정화 속도

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ure 4, 6 및 7에서 보는 

것처럼 마이크로웨이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승온 속도가 빠를 때가 

최종 결정의 크기가 커지며, 이는 마이크로파의 사용에 의하여 더욱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제올라이트의 합성에서 마이크로파를 

사용할 경우 반응 시간이 단축되는 이유가 빠른 승온 속도 및 균일한 

가열 때문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배치된다[10]. 즉, 본 연구에

서 같은 승온 속도를 사용하였어도 마이크로파 가열에 의해 반응 시

간이 단축되었는데, 이는 빠른 승온 속도나 균일한 가열 때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가 NaY 합성시 nucleation 속도 

및 결정화 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Figure 3(A)와 Figure 5(B)를 비교해 보면 기존의 가열 방법을 이용해

도 빠른 승온 속도를 사용하면, 느린 승온 속도의 마이크로파 가열보

다 유도 기간 및 결정 생성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제올라이트 NaY의 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마

이크로파의 사용여부뿐만 아니라, 승온 속도에도 크게 좌우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3.3. 마이크로파 가열과 기존 가열 방법의 에너지 효율 비교

  Figure 8에는 NaY의 합성시 소모된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었다. 마
이크로파 가열에서는 반응이 시작될 때부터 소모된 에너지이며, 기존

의 가열 방법에서는 에틸렌글리콜 및 전기오븐의 온도를 반응온도까

지 예열하는데 소모된 에너지와 반응에 소모된 에너지를 합하여 나타

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방법 중에서 결정화가 끝날 때까지의 에너

지 소모량은 기존의 가열 방법인 전기 오븐에서 1400 Wh로써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승온 프로그램을 사용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의 경우에는 크게 감소하여, 에너지 소모량은 약 700 Wh로 마이

크로웨이브 오븐을 사용하였을 경우 에너지 효율이 100% 증가하였

다. 이와 같은 이유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의 경우 300 W (총 출력의 

25%)를 사용하였으나 전기 오븐의 용량이 1300 W로써 클 뿐만 아니

라,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함으로써 반응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이

다. 마이크로웨이브 가열에서도 승온 속도에 따라 에너지 소모량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에틸렌글리콜조와 같은 빠른 

승온 속도를 사용한 경우 에너지 소모량은 약 550 Wh인 반면 전기오

븐과 같은 늦은 승온 속도에서는 약 700 Wh로 빠른 승온 속도를 사용

했을 경우가 에너지 효율이 20% 이상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승온 조

건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의 경우 승온에 소모되는 에너지나 반

응에 소모되는 에너지는 비슷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

은 에너지 효율의 증가는 빠른 승온 속도에서 반응시킴으로써 결정화

가 빨리 진행되어 반응시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틸렌글

리콜조와 같이 빠른 승온 속도를 갖는 마이크로파 가열의 경우는 에

틸렌글리콜조보다 결정화 속도도 빠르고 반응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의 소모량이 에틸렌글리콜조에서보다 더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에틸렌글리콜조의 예열에 필요한 에너지는 약 

120 Wh로써 반응이 끝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약 1/3 가량이 예열에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반응에 소모되는 총 에너지는 에틸렌글리콜조

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서보다 훨씬 적어서 에너지 면에서 보다 효

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항상 그렇지

는 않으며 반응 온도가 높아질수록 에틸렌글리콜의 예열에 소모되는 

에너지는 증가하는 반면, 마이크로파 가열에 의해 반응에 소모되는 

에너지는 온도에 따라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높은 온도

에서 반응을 시키는 경우에는 마이크로파 가열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

로 예측된다. 따라서 승온 속도와 같은 반응 조건을 적절히 선택하면 

마이크로파 가열에 의해서 기존의 가열 방법보다 에너지 효율적으로 

NaY를 합성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마이크로파 가열에 의하여 NaY를 합성하고, 그 결과를 기존의 가

열 방법에 의해 합성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기존 가열 방법에 의한 

NaY의 합성에서는 승온 속도가 빠를 때 유도 기간과 결정 생성 시간

이 단축되었으며, 결정화 속도와 최종 생성물의 결정도가 약간 증가

하였다. 마이크로파 가열에 의한 합성에서도 승온 속도의 영향은 기

존의 가열 방법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같은 승온 속도를 

사용하였을 때는 마이크로파 가열 방법이 기존 가열 방법에 비해 유

도 기간이 단축되며, 결정화 속도 및 최종 생성물의 결정도가 증가하

였다. 또한 마이크로웨이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승온 속도가 빠를 

때가 최종 결정의 크기가 커지며, 이는 마이크로파의 사용에 의하여 

더욱 증가하였다. 승온 속도가 빠를수록 반응시간이 짧아져서 반응에 

소모되는 에너지 소모량은 감소하였으며, 본 연구의 조건에서는 에틸

렌글리콜조를 사용한 기존 가열 방법에서의 에너지 소모량은 가장 적

게 나타났다. 그러나 마이크로파 가열에서 에너지 소모량은 승온 속

도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반응 조건을 적절히 선택하면 기존의 가열 

방법보다 에너지 사용면에서 효율적으로 NaY를 합성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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