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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양자화학계산은 원자 단 의 미시 인 반응을 높은 수 에서 측하여 규산염 용융체의 

구조( , Lee et al., 2004), 동 원소의 분배( , Suh et al., 2007) 등과 같이 지질학 으로 

다양하게 응용되었으며, 최근에는 토 물과 유기물의 흡착 반응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

다( , Lee and Lee, 2007). 양자화학계산을 통해 화학 차폐를 비롯한 핵자기공명(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변수들을 측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특정 원자 주변의 자 

분포의 변화를 찰할 수 있다. 

  유기물의 무기물 표면에 한 흡착 반응에 해, 양자화학계산을 이용한 NMR 변수의 

계산은 부분 흡착되는 유기물의 원소( , 1H. 13C. 15N 등)에 해 이루어졌다. 실제 NMR 

실험에서도 부분 흡착되는 유기물의 원소에 해 이루어졌다. 토 물 표면의 산소의 

자 구조도 주변의 원자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따라서 흡착 후의 17O NMR 실

험을 통해 흡착에 의한 산소 주변의 자 환경의 변화를 찰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3QMAS 
17

O NMR 실험을 통해 토 물 표면의 결정학  치에 따라 서로 다른 산소가 

1-2 ppm의 분해능으로 찰되었다(Lee and Stebbins, 2003; Lee et al., 2003; Lee and 

Weiss, 2008). 따라서 유기물 흡착 후의 17O NMR 변수의 변화를 이론 으로 계산함으로

써 NMR 실험으로 흡착 반응의 찰이 가능한지 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캐올리나이트와 벤질 알코올의 흡착 반응에서, 벤질 알코올의 수소(1H)와 

탄소(13C), 캐올리나이트 사면체 표면의 산소(17O)의 자기 차폐 텐서를 계산함으로써 흡착 반

응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하고 실제 핵자기공명 분  실험의 가능성을 이론 으로 측하고

자 한다.   

2.  계 산   실 험  방 법

  캐올리나이트 표면을 모사하기 한 모델 클러스터는 사면체 표면의 크기와 형태[고리가 

세 개와 일곱 개, 정육각형(hexagonal) 모양과 이 삼각형(ditrigonal) 모양], 팔면체 층의 유

무에 따라 분류하여 네 개를 만들었다. 모든 양자 화학 계산은 가우시안 03 소 트웨어를 

사용하 다. 벤질 알코올이 각각의 모델 클러스터에 흡착되었을 때 평형 상태의 흡착 구조

는 하트리-  수 에서 6-31G를 기 함수로 기하 최  계산을 수행하여 얻었다. NMR 자

기 차폐 텐서는 벤질 알코올의 수소(1H)와 탄소(13C), 캐올리나이트 사면체 표면의 산소(17O)

에 해 게이지 포함 원자 오비탈(gauge including atomic orbitals, GIAO) 방법, 분자 내 

원자의 개별 게이지(individual gauges in atoms in molecules, IGAIM) 방법, 게이지 변환 

연속 셋(continuous set of gauge transformations) 방법으로 B3LYP 수 에서 6-31G(d)를 

기 함수로 하여 계산하 다. 기 함수의 자기 차폐 계산에 한 효과를 살펴보기 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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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체 고리가 7개인 클러스터에 해서는 B3LYP 수 에서 6-311+G(2d,p)를 기  함수로 하

여 추가로 계산하 다. 

3 .  결 과   토 의

  벤질 알코올의 수소(
1

H)와 탄소(
13

C)의 등방 자기 차폐는 GIAO 방법으로 계산한 값들이 

IGAIM과 CSGT 방법으로 계산한 값들보다 약간 크게 나타나지만, 흡착 후의 자기 차페

의 변화는 체로 비슷한 값을 갖는다. 수소(1H)의 자기 차폐는 캐올리나이트 표면의 산소와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수소가 흡착 후에 감소하며, 수소 결합의 세기가 클수록 크게 감소한다. 

탄소(13C)의 흡착 후의 자기 차폐 변화는 체로 작은 값을 가지며, GIAO 방법으로 계산

한 흡착 후의 변화가 IGAIM과 CSGT 방법으로 계산한 변화에 비해 0에서 0.9 ppm 정도 

작은 값을 갖고, IGAIM 방법과 CSGT 방법으로 계산한 흡착 후의 변화는 거의 같은 값

을 갖는다. 

  캐올리나이트 사면체 표면 산소(17O)의 자기 차폐 텐서 계산에서, IGAIM과 CSGT 방법

으로 계산한 화학  편이(chemical shift)는 물의 화학 차폐값 287.5 ppm (Wasylishen and 

Bryce 2002)을 기 으로 하 을 때, 20-34 ppm 값을 갖는다. 이는 층상 규산염 물의 연결 

산소가 갖는 값 43-56 ppm (Lee and Stebbins, 2003)과 일반 인 규산염 물의 연결 산소

가 갖는 값 40-87 ppm (Stebbins, 1995)과 일치하지 않는다. GIAO 방법으로 계산한 화학  

편이는 B3LYP/6-31G(d)로 계산하 을 때 42.5-51.1 ppm, B3LYP/6-311+G(2d,p)로 계산하

을 때 58.6-68.5 ppm으로 이 의 실험 결과와 비교  유사한 값을 갖는다. 

  캐올리나이트 사면체 표면의 산소(
17

O)의 자기 차폐 값들은 흡착 후에 체로 감소한다. 

일곱 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두 개의 클러스터에서 B3LYP/6-31G(d)로 계산했을 때, 각각 

4.7, 3.8 ppm까지 감소하 고, B3LYP/6-311+G(2d,p)로 계산하 을 때, 각각 5.4, 5.5 ppm까

지 감소하 다. 두 개의 계산 방법에 의한 차이는 2.4까지 나타나며 이는 
17

O의 흡착 후에 

한 자기 차폐 계산의 오차가 2.4 ppm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몇몇 산소

들은 흡착 후에 2.4 ppm 이상의 자기 차폐 변화를 보이며 이는 흡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큰 자기 차폐 변화를 보이는 산소는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는 산소가 아니며, 이

는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수소-산소 이외에 체 벤질 알코올 분자의 배열이 캐올리나이

트 표면 산소(17O)의 자기 차폐에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시한다. 

  보다 정확한 측을 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것보다 더 큰 클러스터에 해 보다 

많은 기  함수를 사용한 계산이 필요하지만, 벤질 알코올 흡착 후에 17O의 자기 차폐가 

4-5 ppm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캐올리나이트 사면체 표면의 산소가 1-2 ppm의 

분해능으로 찰되므로, 이러한 흡착 후의 변화는 
17

O 3QMAS NMR 실험으로 찰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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