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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 해 능  고상  핵 자 기 공 명  분  분 석 기 를  이 용 한  다 성 분 계  비 정 질  

규 산 염 의 원 자  구조  규 명 :  자 연 계  용 융 체 의 거 시  성 질 에  한

미시  고찰

Probing the atomic structure of multi-component silicate glasses using high resolution 

solid state NMR: microscopic origins of macroscopic properties of natural me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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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구물질은 부분 다양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다성분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 에서도 다성분계 비정질 규산염은 유리질, 세라믹, 내화물질의 주요 구성물이고 

한 맨틀로부터 기단계의 용융체를 생성하는데 련된 요한 시스템이다(Presnall et 

al., 2002, Herzberg, 2006). 맨틀 용융체의 이동 상을 설명하기 해 일반 으로 사용되

는 모델은 페리도타이트(peridotite) 용융체(melt)이다. 페리도타이트는 주로 감람석과 휘석

으로 이루어져 있는 염기성 화성암으로 상부맨틀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으로 밝 져 있다. 

다성분계 비정질 규산염은 이러한 페리도타이트의 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성분계 비정

질 규산염의 물리 화학  특성을 밝히는 것은 지구 내부의 마그마의 이동, 지구 시스템의 

분화 등의 설명에 실마리를 제공해  수 있다(Giordano et al., 2008; Webb et al., 2007). 

다성분계 비정질 규산염에 해 지 까지 많은 이론  연구와 실험이 이루어졌으나 

주로 열역학  특성을 측정하는 연구들이었다(Navrotsky et al., 1983). 반면 시스템을 

근본 으로 설명해  수 있는 원자 구조에 한 연구는 이성분계나 삼성분계에 해서

만 주로 이루어져 왔고 심지어 단성분계인 비정질 Al2O3의 원자 구조가 최근에 와서 밝

지고 있다(Lee et al., submitted). 한 비정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무질서도

와 성분이 많아지면서 여러 원자 환경을 지시하는 분  스펙트럼이 겹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분석 장치의 부재로 다성분계에 한 명확한 구조 분석은 최근까지 매

우 어려운 일이었다.  

고상 핵자기 공명 분  분석은 특정 원자 심 이고 정량 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

에 기존의 1차원 실험뿐만 아니라 2차원 실험에 해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들이 개발

되며 격히 발 하고 있다. 그  본 연구에서 사용한 3QMAS(Triple Quantum Magic 

Angle Spinning) 핵자기공명(NMR: Nuclear Magnetic Resonance) 분 분석은 사 극자 

핵종(핵스핀 양자수가 1이상인 핵종들. 를 들어 
17

O, 
27

Al, 
11

B등) 주변의 원자 구조에 

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할 수 있다(Lee, 2000). 본 연구에서는 3QMAS NMR 분  

분석을 이용하여 다성분계 비정질 규산염인 CMAS 유사이원계(psedobinary)의 알루미

늄 주변의 원자 환경을 규명하 다. 

 
2.  실 험 방 법

   다성분계 비정질 규산염은 탄산염 (CaCO3)과 산화물 (MgO, Al2O3,SiO2)로부터 합성하

다.[CaOx:MgOy:Al2O3(x-y):SiO2(x+y)(x=4,y=0,1,2,3)] 각각의 조성에 해당하는 비정질 혼합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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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도가니에 넣고 고온 용 로를 사용하여 800 °C에서 1시간 동안 탈탄산화 시킨 후에 

각각의 녹는  이상의 온도인 1600 °C에서 1시간 동안 용융시킨 후 속 냉각시켰다. 다성

분계 비정질 규산염의 A-27 MAS와 3QMAS NMR 실험은 400 MHz 고상 핵자기 공명 분

 분석기(9.4 테슬라 Varian)를 이용하 다. 3.2mm 로 (probe)를 사용하여 104.229 MHz

의 라모어(Larmor) 진동수 에서 알루미늄 주변의 원자 환경을 찰하 다. Al-27 3QMAS 

NMR 실험에서는 FAM(fast amplitude modulation)을 기 로 하는 펄스 시 스가 사용 되

었으며 화학차폐(chemical shift)에 한 기 물질로 AlCl3 0.5M수용액을 0 ppm에 맞추어 

사용하 다. 회 속도(spinning speed)는  15 kHz이다. 

3 .  결 과   토 의

다성분계 비정질 규산염의 알루미늄 주변 원자 환경을 Al-27 MAS와 3QMAS NMR로 

분석한 결과 모든 조성의 시료에서 [4]Al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고 소량의 [5]Al이 존재 

하고 있었다. 1D Al-27 MAS NMR 스펙트럼에서는 60 ppm 근처에서 하나의 폭이 넓은 

피크만 찰되기 때문에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원자 환경에 한 정보는 제한된다. 반면 

고분해능을 나타내는 2D 스펙트럼에서는 1D 스펙트럼에서는 구별되지 않던 [4]Al과 [5]Al의 

피크가 구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MAS 유사이원계에서 시료의 조성이 변함에 따

라 2D 스펙트럼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찰할 수 있는데 XMgO[=MgO/Al2O3+MgO] 가 0에

서 1까지 변할 때 화학차폐가 3 ppm 정도 변한다. 스펙트럼에서 화학차폐가 변하는 것은 

원자간 결합 길이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피크 폭의 변화는 결합 각도의 변화를 지시하

는데 본 연구의 스펙트럼에서 화학차폐와 피크폭의 변화가 찰되었기 때문에 조성에 따라 

원자간 결합각과 결합 길이가 달라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비정질 CaAl2Si2O6는 비연결산소가 없고 모든 결합에 연결 산소만 존재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 비정질 CaMgSiO6는 모든 결합이 비연결산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CMAS 유사이원계 시스템에서 XMgO가 높아지면서 조

성이 변할 때 연결산소가 어들고 비연결산소가 늘어날 것을 측할 수 있는데 비연결

산소의 비율이 증가하면 시스템의 무질서도가 높아지면서 구조 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

날 것이 상된다.  

 이 게 상되는 변화에 비해 Al-27 MAS와 3QMAS NMR 스펙트럼은 상 으로 

큰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것은 시스템의 조성이 변하더라도 알루미늄 주변의 원

자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지시하는데 첫

째, 알루미늄이 구조교란 양이온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온

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네트워크를 교란시키는 Mg 이온이 들어오더라도 본래 

형성하고 있던 구조를 지키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스펙트럼의 화학차폐가 변하는 것

은 알루미늄을 심으로 하는 사면체 내의 결합 길이와 결합각이 변했음을 지시한다. 

이것은 조성에 따른 스펙트럼에서 
[5]

Al의 변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XMgO가 0.25일 

때 
[5]

Al가 가장 게 나타나고 XMgO값이 증가할수록 
[5]

Al의 피크 세기가 다시 커진다. 

비정질 CaAl2Si2O6 가 모두 사면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나 비정질에서 나타나는 무질

서도 때문에 결합 길이나 각도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5]

Al가 존재하게 된다. XMgO가 0.25

일 때 
[5]

Al의 양이 어드는 것은 구조교란 양이온인 Mg
2+

 이온이 첨가 되었을 때 결

합 길이와 각도가 재배열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XMgO이 증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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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란작용이 더 활성화되고 Al2O3의 상 인 비율이 어들기 때문에 
[5]

Al가 상 으

로 증가한다.  

이러한 분석을 확증하기 해 다성분계 비정질 규산염에 한 알루미늄 원자 환경 분

석에 이어서 산소 주변의 원자 환경도 조사하여 시스템이 이루고 있는 구조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O-17 NMR 스펙트럼은 Al-27 NMR 스펙트럼이 주는 정보와는 다른 

양상으로 산소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원자 종류에 따라 피크의 치와 모양이 매우 다

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의 조합을 통해 시스템의 구조를 결정할 수 있

다.(Lee & Sung, 2008) 

 

4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상 핵자기 공명 분 분석을 이용하여 3QMAS NMR 실험을 통해 다성

분계 비정질 규산염(CMAS 유사이원계)의 원자 구조에 해 규명하 다. 다성분계 비정질 

규산염의 알루미늄 주변 환경을 분석한 결과 모든 조성의 시료에 해 
[4]

Al이 지배 인 것

을 볼 수 있었고 XMgO가높아지면서 [5]Al의 양이 변화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 Al 이온이 시스템 내에서 네트워크 형성 이온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

고, 네트워크 교란 작용을 일으키는 Mg 이온에 의해 원자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성분계 비정질 규산염의 구조에 한 규명은 O-17 NMR 분  분석을 통해 

연결산소와 비연결산소의 분석을 통해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험을 진행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페리도타이트 용융체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다성분계 비

정질 규산염에 한 원자구조 분석 결과는 지구 내부의 맨틀 이동 상에 한 설명 뿐 아

니라 반도체, 유리, 세라믹 등 산업 인 응용에까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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