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

자원환경지질, 제49권, 제1호, 23-30, 2016
Econ. Environ. Geol., 49(1), 23-30, 2016
http://dx.doi.org/10.9719/EEG.2016.49.1.23

pISSN 1225-7281
eISSN 2288-7962

로소나이트(Lawsonite)의 압력에 따른 등방성 압축거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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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der samples of natural lawsonite (Ca-lawsonite, CaAl2Si2O7(OH)2·H2O) was studied structurally up to 8 GPa

at room temperature using monochromatic synchrotron X-ray powder diffraction and a diamond anvil cell (DAC)

with a methanol : ethanol : water (16 : 3 : 1 by volume) mixture solution as a penetrating pressure transmitting

medium (PTM). Upon pressure increase, lawsonite does not show any apparent pressure induced expansion (PIE) or

phase transition. Pressure-volume data were fitted to a second-order Birch-Murnaghan equation of state using a fixed

pressure derivative of 4 leading to a bulk modulus (B0) of 146(6) GPa. This compression is further characterized to

be isotropic with calculated linear compressibilities of β a=0.0022 GPa-1, β b=0.0024 GPa-1, and β c=0.0020 GP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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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산 로소나이트(Ca-Lawsonite, CaAl2Si2O7(OH)2·H2O) 분말의 압력증가에 따른 변화와 구조적 특성을 소형 압

력 발생장치인 다이아몬드 앤빌셀과 실시간 싱크로트론 X-선 회절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료에 적

용한 압력은 1 기압에서 8 GPa 까지였으며 메탄올, 에탄올, 물의 혼합 용액을 압력 매개체로 하여 상온조건에서 실

험하였고, 특이한 상전이나 압력하 부피변화의 이상현상은 발견되지 않은 가역적 압축특성을 관찰하였다. 최고압력까

지 로소나이트는 결정성을 잃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압력증가에 따른 체적감소를 통해 체적탄성률(B0)을 계산해

본 결과 146(6) GPa로 도출되었다. 체적탄성률과 함께 계산된 선형압축률은 a-, b-, c-축에서 각각 0.0022, 0.0024,

0.0020 GPa-1로 압력에 의한 부피감소는 대체적으로 3축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로소나이트, 고압연구, 섭입대, 체적탄성률, 선형압축률

1. 서 론

로소나이트는(lawsonite)는 메타현무암(metabasalts)과

Ca를 풍부하게 함유하는 메타경사암(metagreywackes)

중 흔하게 발견되는 부성분 광물(Comodi and Zanazzi,

1996)로 CaAl2Si2O7(OH)2·H2O의 화학식을 보인다. 또

한 청색편암(blueschist)상과 유희암(eclogite)상에서 고

압, 저온 환경에 의해 생성되며 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결정상 광물로 생성조건이 보고된 바 있다(Pawley,

1994). 청색편암상에서는 0.3 ~ 1.0 GPa / 150 ~ 400oC

의 압력 /온도 조건에서 결정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고(Diessel et al., 1978; Essene et al., 1965), 미국

아리조나(Arizona) 가넷 릿지(Garnet Ridge) 지역의 유

희암 상에서는 청색편암상에서 보다는 드물게 ~ 1.6 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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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oC의 조건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Helmstaedt and Doig, 1975). 

미국의 지질학자인 A.C. Lawson의 이름에서 유래된

로소나이트는 사방정계의 구조를 갖는 규산염광물 복

사면체형의 일종이며, 판상 또는 주상결정으로 산출된

다. AlO6와 OH가 이루는 팔면체는 Si2O7의 복사면체

와 결합되고 이 결합된 체인은 [001]면과 평행하게 연

결된다. 칼슘과 물분자는 이 구조 사이에 위치하며 이

를 Fig. 1에 자세히 도시하였다. Baur(1978)은 상압,

상온 조건에서 물분자 및 수산화기에 포함된 수소원자

를 포함하는 로소나이트의 구조모델을 처음으로 제시

하였다. 로소나이트는 아놀사이트(anorthite)와는 매우

유사한 화학조성을 가지고 있지만 밀도차가 두드러지

며(로소나이트 3.09 vs. 아놀사이트 2.76 g/cm3) Al의

배위환경이 팔면체(로소나이트)와 사면체(아놀사이트)

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Comodi and
Zanazzi, 1996).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천연적으로 산출되는 로소나이

트는 주로 Ca를 함유한 광물이 대부분이지만 고압 혹

은 초고압 환경에서 Sr, Pb 등의 원소를 포함한 상태

로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화학적 지시

자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광물이다(Tribuzo et al.,
1996; Zack et al., 2002; Spandler et al., 2003;

Liebscher et al., 2010). Schmidt와 Poli(1994) 및

Pawley(1994)에 의하면 로소나이트는 섭입대 조건인

1040 ~ 1080oC, 92 ~ 94 kbar의 온도, 압력 조건에서

도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청색편

암상과 유희암상의 대표적인 함수광물 중 하나인 각섬

석(amphibole)의 경우 이보다 낮은 압력인 2 ~ 3 GPa

에서 쉽게 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섭입대의 보다 심부환경에는 물순환 역할을 로소나이

트가 대신하며 이것이 섭입대 심부환경의 마그마작용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Pawley, 1994). 또한, Pb를 함유하고 있는 실

리카 광물은 매우 희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Dösram et al.,(2011)에 의해 Pb를 함유하는 로소나이

트를 합성하는데 성공하였음이 근래 보고된 바 있다.

천연상으로 관찰되는 Ca과 Sr을 함유하는 로소나이트

는 각각 Cmcm, P21/m의 공간군을 가지며 Pb를 포함

하는 합성 로소나이트는 Pbnm의 공간군을 가지고 있

다(Baur, 1978; Dösram et al., 2011). 최근에는 Pb

로 치환된 제올라이트 나트로라이트의 200oC 온도 및

4.5 GPa 압력처리를 통해 Pb-로소나이트가 합성됨이 본

연구팀에 의해 관찰된 바 있다(Im et al., 2016).

로소나이트는 물과 수산화기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

에 물의 함유정도가11.5 wt. %로 상당히 높다(Pawley

and Allan, 2001). 이러한 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로소

나이트는 희귀원소 지시자로서 뿐만 아니라 지각 섭입

대에서의 물순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Pawley and Holloway, 1993;
Schmidt and Poli, 1998; Okamoto and Maruyama,

1999; Martin et al., 2014). 이러한 물순환 시스템에

서 로소나이트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섭

입대 환경의 온도/압력 조건에서 로소나이트가 어떤 변

화를 보이고 거동특성을 보이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

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섭입대 환경에서 희귀원소 및 물의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로소나이트

에 대한 기초적 압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소형 압력

발생 장치인 다이아몬드 앤빌셀(diamond anvil cell,

DAC)과 메탄올, 에탄올, 물의 16 : 3 : 1 부피비 혼

합 용액을 압력 매개체로 하여 8 GPa까지 압력실험을

진행하였다. 획득된 싱크로트론 X-선 회절(synchrotron

X-ray diffraction, XRD)을 통해 압력증가에 따른 격자

Fig. 1. The structure of lawsonite projected along [100] at

ambient conditions. Light grey octahedron and dark grey

tetrahedron indicate Al-octahedron and Si-tetrahedron,

respectively. Red round symbol is non-frame work cation

Ca2+ and blue round symbol is oxygen atoms of water

molec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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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와 부피변화를 분석하였고 체적탄성률 및 각 축에

대한 선형압축률을 도출하였다.

2. 시료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로소나이트의 시료는 천연산 시료

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마노 유발(agate mortar)를

이용하여 ~수 µm 크기로 분말화하였다. 이는 소량의

시료를 사용하는 고압실험에서 분말회절 자료 측정시

로소나이트의 입자크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함이며, 데이터 품질을 보다 좋게 획득하기 위해서이다.

실시간 고압 X-선 회절 실험은 다이아몬드 앤빌셀

(Diamond-anvil Cell, DAC)을 이용하여 미국 브룩헤이

븐 국립연구소(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BNL)

의 국립 싱크로트론 광원(National Synchrotron Light

Source, NSLS) X7A 빔라인에서 수행하였다. 휨자석

(bending magnet)으로부터 발생되는 X-선 빔은 휘어진

Si(111) 단색기에 의해 단색화되고 약 ~200 µm 수평

직경으로 집속된 후 시료에 조사되었으며 (Lemonnier

et al., 1978), 이 때 사용된 빔에너지는 약 17.9 keV

(λ=0.6941 Å)이다. 위치 감응형 검출기(position sensitive

detector, PSD)를 이용해(Smith 1991) 3~35o의 2θ

범위를 0.25o 간격으로 X-선 회절데이터를 취득하였으

며, 한 스텝당 빔의 조사시간은 약 90~150초로 하여

실험하였다. PSD의 채널은 세륨다이옥사이드(cerium

dioxide, CeO2, SRM-674)를 이용하여 2θ 각도 보정

을 먼저 실시하였다.

분말화된 로소나이트 시료는 상압, 상온 상태에서 3

축형 Merrill-Bassett 타입의 DAC(Fig. 2a)에 압력

지시자인 ~수십 µm 크기의 루비 단결정 두 개를 함

께 담아 측정하였다(Merrill and Bassett, 1974). 다이

아몬드 앤빌셀은 500 µm 직경과 8면의 큘릿(culet)을

가지는 다이아몬드 모루 2개를 텅스텐-카바이드

(tungsten carbide, WC) 지지체 위에 부착 후 시료를

담은 개스킷을 다이아몬드의 큘릿면 사이에 맞대어 힘

을 가함으로써 압력을 발생시켰다. 이 때 시료에 가해

지는 압력은 3개의 DAC 몸체에 있는 스크류를 조임

으로써 발생시킨다. 개스킷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250 µm 두께로 만들어진 것을 이용하였으며, 선만입

(pre-indentation) 과정을 통해 개스킷 중앙의 두께를

100 µm로 줄인 후, 미세방전천공기(micro electronic

discharge machine, EDM, Fig. 2b) 장비를 이용해

Fig. 2. (a) Modified 3-pin Merrill-Bassett type diamond anvil cell and (b) electronic discharge machine for the gasket

drilling. (c) Schematic of the Merrill-Bassett diamond anvil cell redrawn by Millar(2012). Diamond anvil used was brilliant-

cut type-1A with a culet diameter of 5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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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킷 중앙의 만입된 부분에 직경 약 200 µm 크기로

실린더형의 시료방을 천공하였다. 시료에 조사된 X-선은

DAC에 빔이 입사되는 반대방향에 있는 0.5 × 3.0 mm

크기의 양끝이 둥근 직사각형 모양의 슬릿을 통해 빠

져나가 검출기의 수평면에 수직하게 조사된다. Merrill-

Bassett 형태의 DAC의 개념도는 Fig. 2c에 도시하였

다(Millar, 2012).

본 연구에서는 16 : 3 : 1의 부피비를 가지는 메탄

올, 에탄올, 물의 혼합 유체를 압력 전달 매개체로 이

용하였으며 이 알코올과 물의 혼합유체는 ~10 GPa 까

지 정수압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zen and Finger, 1982). 시료에 적용되는 압력은

라만분광기와 시료를 주입할 때 같이 넣었던 루비 단

결정을 이용하여 루비 형광파인 R1 피크(λ=694.2 nm)

로부터 계산하였다(Bell and Mao, 1979). 계산식은

Mao et al. (1986)에 의해 제시된 아래의 (식 1)을 사

용하였다. 

(식 1)

P는 압력, ∆λ 및 λ0는 라만파장의 변화량 및 초기

라만파장값을 나타낸다. 실험 전구간에 걸쳐 시료에 정

수압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루비 형광피크는 강도와 피크의 모양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고 오차 범위는 약 ±0.1 GPa이다. 시료에 압력을

가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약 15분 혹은 그 이상의 안정

화 시간을 거친 뒤 X-선을 조사하였다. 1.3 GPa 부터

8.0 GPa의 압력범위에서 0.5~1.5 GPa 단위로 압력을

증가시키면서 데이터를 취득하였고, 압력을 조금 감소

시켜 7.2 GPa 압력에서도 X-선 회절 패턴을 관찰하였

다. 모든 압력구간에 걸친 X-선 회절패턴에 대해

Lebail 방법(Lebail et al., 1988)을 통해 회절 패턴을

피팅함으로써 단위포 격자와 부피를 계산하였다. 격자

상수와 부피는 GSAS 프로그램(Larson and VonDreele,

1986; Toby, 2001)을 이용하여 정련하였다. 체적탄성률

(bulk modulus, B0)와 선형압축률은 다음과 같은

Birch-Murgnahan (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Angel, 2000). 

(식 2)

3. 결과 및 토의

먼저 로소나이트와 다양한 압력 전달 매개체 및 장

비를 이용한 기존 압력연구와 본 연구를 비교하여 그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천연산 로소나이트를 이

용한 기존의 압력연구는 압력 전달 매개체로써 메탄올

과 에탄올의 4:1 용액 또는 메탄올, 에탄올, 물의

16:3:1 용액과 DAC 혹은 MA(multi-anvil apparatus)

등의 압력장치를 이용한 연구가 있다. 측정방식은 SCD
(single crystal diffracton), ADSPD (angle-dispersive

synchrotron powder diffraction), EDSPD (energy-

dispersive synchrotron powder diffraction)의 3가지

종류의 방식이 사용되었고 ~3.8, ~16.5 GPa 등 다양

한 압력 범위에서 수행되었다. 기존 연구의 압력 데이

터를 이용해서 도출한 체적탄성률(K0)은 96(2)에서

126.1(6)까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압력매개체,

데이터 측정방식, 압력측정 장치, 체적탄성률 도출식

등의 차이에 의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유추할

수 있다. 압력매개체의 경우 매개체로 사용된 물질상

의 종류(고·액·기상), 분자크기 등에 따라 같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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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experimental conditions and results of compressibility measurements on natural lawsonite (Pawley,

2001)

Study Apparatusa Pressure
mediumb

Experimental
techniquec

Pmax

(GPa)
Pressure

measurement
K0 (GPa)

bulk modulus
EOSd

Comodi et al. (1996) DAC ME SCD 3.8 Sm2+:BaFCl 96(2) M

Daniel et al. (2000) DAC MEW ADSPD 7.8 ruby 124(2) BM

Chinnery et al. (2000) MA Cast Ceramic EDSPD 6.8 NaCl 112(6) M

Pawley et al. (2001) DAC ME ADSPD 16.5 ruby 126.1(6) reduced BM

This study DAC MEW ADSPD 8.0 ruby 146(6) BM
aDAC: Diamond Anvil Cell, MA: multi-anvil apparatus.
bME: 4:1 mixture of methanol and ethanol, MEW: 16:3:1 mixture of methanol, ethanol and water.
cSCD: single-crystal diffraction using a conventional sealed-tube source, EDSPD: energy-dispersive synchrotron powder dif-
fraction, ADSPD: angle-dispersive powder diffraction.
dEOS: equation of state, M: Murnaghan, BM: Birch-Murna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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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라도 탄성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압력측정

방식에 따른 측정된 데이터의 압력 오차값도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압력증가에 따른 로소나이트의

싱크로트론 X-선 회절패턴은 1.3 ~ 8.0 GPa 범위에서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3에 도시하였고 전 압력구간

에 걸쳐 온도는 약 20oC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하

에 획득하였다. 상압 조건에서의 로소나이트 X-선 회

절 피크는 Baur(1978)에 의해 보고된 문헌을 토대로

패턴을 예측하여 압력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획득

된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로

소나이트의 주요한 회절선으로 (002), (110), (111),
(021), (022), (113), (200), (114), (202), (024), (130)

등의 hkl 면이 확인되었다. 압력증가에 따라 로소나이

트의 주요한 회절 피크들이 2θ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

동하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 전 압력구간 데이터의 약

9.5~9.8o 2θ 부근에서 관찰되는 피크(*)들은 압력증가

에 따른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시료에 의한

다른 hkl면들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피크의 반치폭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피크(*)들은 시

료를 포함한 개스킷, DAC 몸체 혹은 다이아몬드 지지

체 재질인 스테인리스 스틸 및 텅스텐카바이드의 회절

피크와도 인덱싱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피크들은 시료나 DAC에 의해 회절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며, 산란된 입사광이 방사광 가속기 허치내의 여

러 장치 중 일부에 굴절되어 시료 피크와 같이 검출되

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압

력구간에 걸쳐 (110), (022), (200), (202) 면에 도시된

점선은 동일한 hkl면들이 압력증가에 따라 고각도 방향

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매우 잘 보여준다. (110), (022),

(200), (202)면의 피크 이동 정도는 1.3, 8.0 GPa에서

의 회절 패턴을 비교했을 때 각각 0.14o 2θ, 0.18o

2θ, 0.24o 2θ, 0.25o 2θ로 나타내어진다. 각 피크에 대

한 상대 검출강도(relative intensity)는 전 압력 구간

에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연

구 압력범위 내에서는 피크 폭증가(broadening) 현상도

두드러지지 않아 결정성이 대체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위쪽에 도시된 패턴은 압력

을 8.0 GPa 까지 올려 회절피크를 측정 후 DAC의

스크류를 조금씩 풀어 7.2 GPa로 압력을 낮추어 측정

한 데이터이다.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로소나이트를

고압에서 감압시킬 경우 특이한 이력현상 등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8.0 Ga까지 특별한 상전이 현

상 또는 Gatta and Lee(2002)가 언급한 다공성 물질

인 제올라이트 나트로라이트를 통해 압력에 의해 유도

되는 압력 전달 매개체의 삽입에 따른 부피증가 현상

(pressure-Induced expansion, PIE) 등의 이상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압력증가에 따른 로소나이트의 단위포 부피 및 격자상

수 변화는 Fig. 4및 Table 2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그

래프에 도시한 상압에서의 부피 및 격자상수 데이터는

Pawley and Allan(2001)의 연구 결과에서 인용하였다.

로소나이트의 단위포 부피는 상압에서 675.07(3) Å3으

로 확인되었으며, 압력증가에 따라 선형에 가깝게 지

속적으로 줄어들어 8.0 GPa 에서는 640.6(2) Å3까지 줄

어드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4a). Fig. 4b에서는 격자

상수의 압력증가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었다. 상압에서

의 격자포 상수 a-, b-, c-축은 5.8490(5), 8.7900(5),

13.132(1) Å이며 8.0 GPa 압력에서는 5.7456(5), 8.626(1),

12.925(1) Å로 줄어들어 각각 0.10, 0.16, 0.21 Å의 축

길이 차이를 보여 c-axis에서의 절대 수치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압력증가에 따른 격자포 부피 및

상수의 감소는 본 연구에서 수행된 압력범위8 GPa 까

지는 모두 선형에 가깝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irch-Murgnahan 식을 이용해서 계산된 체적탄성률

(B0)및 선형압축률(β)은 V/V0 및 L/L0 와 함께 Fig. 5

에서 자세히 나타내었다. 격자 부피의 경우 압력이

Fig. 3. Pressure-induced changes in the synchrotron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s for Lawsonite in alcohol mixed

pressure transmitting medium. Dashed lines indicate that

shift of 2 theta in (110), (022), (200) and (202) as a function

of pressure. (top) pressure-reduced patterns at 7.2(1) GPa

after the data measurement at 8.0(1) GPa. (bottom) Simulated

hkl diffraction of lawsonite at ambient condition. Selected

Miller indices are shown and the impurity peaks are

indicated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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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GPa까지 증가하는 동안 약 5.1%의 부피가 감소되었

다. a-, b-, c-축은 각각 1.8, 1.9, 1.6%로 b축의 감소

가 압력증가에 가장 크게 감소되나 전체적인 감소량은

비교적 비슷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압

력에 따른 감소경향이 어느 한 축에 크게 치우치지 않

고 비교적 3축에서 고르게 감소하여 등방성 압축경향

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로소

나이트의 체적탄성률은 146(6) GPa으로 계산되어 기

존 보고된 참고문헌의 체적탄성률과는 크게는 50 GPa

에서 적게는 20 GPa까지 차이를 보이며 실험조건이

같게 기술된 Daniel et al.(2000)에 의한 연구에서 보

고된 124(2) GPa와는 22 GPa 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Table. 1). 체적탄성률이 값이 상대

적으로 크다는 것은 압력증가에 따른 부피의 감소가

적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압력 실험에 의

해 도출된 체적탄성률은 천연 및 합성 시료의 산출 및

준비상태, 분말화 과정 및 상태, 로딩된 시료와 매개체

Table 2. Pressure-induced changes in the unit-cell parameters and volumes. Errors in pressure measurements are estimated to

be ±0.1 GPa

Pressure (GPa) Space Group wRp (%) χ
2

a (Å) b (Å) c (Å) V (Å3)

0.0 Cmcm 5.8490(5) 8.7900(5) 13.132(1) 675.07(3)

1.3 Cmcm 4.58 3.303 5.8411(4) 8.7725(6) 13.1114(9) 671.8(1)

1.7 Cmcm 4.93 3.316 5.8366(4) 8.7637(6) 13.0996(9) 670.0(1)

2.3 Cmcm 5.49 4.314 5.8249(4) 8.7503(7) 13.078(1) 666.6(1)

4.0 Cmcm 5.61 3.393 5.8034(5) 8.7170(7) 13.035(1) 659.4(1)

4.8 Cmcm 5.60 3.432 5.7901(5) 8.6921(7) 13.007(1) 654.6(1)

6.5 Cmcm 5.95 3.471 5.7677(5) 8.6578(8) 12.962(1) 647.3(1)

7.4 Cmcm 6.34 5.909 5.7535(5) 8.6376(8) 12.940(1) 643.1(2)

8.0 Cmcm 5.19 7.534 5.7456(5) 8.626(1) 12.925(1) 640.6(2)

7.2 Cmcm 6.27 5.626 5.7596(7) 8.6427(8) 12.950(2) 644.6(2)

Fig. 5. Compressibility of the Cmcm phase of lawsonite.

Unit-cell lengths and volumes are normalized to the

ambient value. Errors in cell parameters and volumes are

smaller than the symbols. Continuous lines are fits to the

volume and the cell-length data using second-order Birch-

Murnaghan equation of state.

Fig. 4. Pressure-dependent changes in the unit-cell (a) volume

and (b) parameters of lawsonite in methanol, ethanol and

water (16:3:1) mixed solution. Lines are guides to the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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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 등 여러 실험적 요인 및 체적탄성률 도출식,

회절 데이터 정련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

며, 이는 이미 많은 광물연구결과들에 의해 잘 알려진 바

이다. 본 연구결과와 같은 조건인 Daniel et al.(2000)

에서의 체적탄성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직접적인 이

유를 한가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험적 오차 중 시

료의 로딩 상태 및 압력보정값 및 데이터 정련방식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5에 축길이 감소와

같이 표기한 선형압축률(linear compressibility) βa,

βb, βc은 각각 0.0022, 0.0024, 0.0020 GPa-1로 계산

되어졌다. 이 결과는 천부환경에서 산출되는 대표적인

제올라이트 광물인 에딩토나이트(βa=0.0050 GPa-1,

βb=0.0054 GPa-1, βc=0.0034 GPa-1), 톰소나이트
(βa=0.0080 GPa-1, βb=0.0084 GPa-1, βc=0.0034 GPa-1),

나트로라이트(βa=0.0086 GPa-1, βb=0.0091 GPa-1,

βc=0.0028 GPa-1)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보임(Lee et al., 2004)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압축률은 압력증가량에 따른 축길이의 변형량으로 나

타내어진다. 로소나이트가 제올라이트보타 적은 값의

압축률은 보이는 것은 동일한 압력이 가해졌을 때 제

올라이트보다 구조적인 변형이 크지 않음을 의미하므

로 제올라이트의 산출환경보다 고압환경에서도 상대적

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지시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교를 위한 다른 광물들의 c-축으로의 압축률이 비교

적 낮은 수치를 보이며 a-, b-축으로의 상대적 압축률

이 커서 비등방성 압축 성향을 보이는 반면 로소나이

트는 각 축으로의 압축률이 비슷한 수치를 보여 이러

한 광물들과는 다른 등방적 압축양상을 보이는 것을

수치적으로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로소나이트의 고압환경에서 관찰되는

단위포 부피 및 격자 상수 변화를 통해 체적탄성률 및

선형압축률을 실시간 싱크로트론 X-선 회절 분석법으

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상압부터 약 8.0(1) GPa까지

측정한 XRD 자료를 통해 상전이 현상이나 가압에 따

른 압력하 이상 현상 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결정성

을 잃지 않고 잘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계산된

로소나이트의 체적탄성률은 146(6) GPa이며, 선형압축

률 βa, βb, βc은 각각 0.0022, 0.0024, 0.0020 GPa-1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천부환경에서 산출되는

대표적 제올라이트 광물인 에딩토나이트, 톰소나이트,

나트로라이트 등이 비등방성 압축 성향을 보이는 것과

는 달리 로소나이트는 대체적으로 3축이 일정하게 줄

어드는 것으로 비교됨을 확인해준다. 지각의 섭입대 환

경에서 로소나이트가 물의 저장 및 이동 통로가 될 수

있음은 잘 알려진 이론이며 본 연구결과는 로소나이트

의 섭입대 환경에서의 구조적 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 사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글로벌연구실 사업(NRF-

2009-00408)과 도약연구(NRF-2015R1A2A1A01007227)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References

Angel, R.J. (2000) Equations of state. In: Hazen RM,
Downs RT, (eds). Reviews in mineralogy and
geochemistry: high-temperature and high-pressure
crystal chemistry, vol 41. The Mineralogical Society
of America, Washington, DC, p.35-58.

Baur, W.H. (1978) Crystal structure refinement of law-
sonite. American Mineralogist, v.63, p.311-315..

Bell, P.M. and Mao, H.K. (1979) Absolute pressure mea-
surements and their comparison with the ruby flu-
orescence (R1) pressure scale to 1.5 Mbar. Carnegie
Institution, Washington Year Book, v.78, p.665-669.

Mao, H.K., Xu, J. and Bell, P.M. (1986) Calibration of the
ruby pressure gauge to 800 kbar under quasi-hydro-
static conditions.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v.91, p.4673-4676.

Chinnery, N., Pawley, A.R. and Clark, S.M. (2000) The
equation of state of lawsonite to 7 GPa and 873 K, and
calculation of its high pressure stability. American
Mineralogist, v.85, p.1001-1008.

Comodi, P. and Zanazzi, P.F. (1996) Effects of temperature
and pressure on the structure of lawsonite. American
Mineralogist, v.81, p.833-841.

Daniel, I., Fiquet, G., Gillet, P., Schmidt, M.X. and Han-
fland, M. (2000) High-pressure behavior of lawsonite:
a phase transition at 8.6 GPa. European Journal of
Mineralogy, v.12, p.721-733.

Diessel, C.F.K., Brothers, R. and Black, P.M. (1978) Coal-
ification and graphitization in high-pressure schists in
New Caledonia. Contributions to Mineralogy and
petrology, v.68, p.63-78.

Dörsam, G., Liebscher, A., Wunder, B., Franz, G. and
Gottschalk, M. (2011) Synthesis of Pb-zoisite and Pb-
lawsonite. Neues Jahrbuch für Mineralogie − Abhan-
dlungen, v.188, p.99-110

Essene, E.J., Fyfe, W.S. and Turner, F.J. (1965) Petro-
genesis of Franciscan glaucophane schists and asso-
ciated metamorphic rocks, California. Contributions
to Mineralogy and petrology, v.11, p.695-704

Gatta, G.D. and Lee, Y. (2014) Zeolites at high pressure:



30 로소나이트(Lawsonite)의 압력에 따른 등방성 압축거동 연구

A review. Mineralogical Magazine, v.78(2), p.267-291.
Hazen, R.M. and Finger, L.W. (1982) Comparative crystal

chemistry. Wiley, New York.
Helmstaedt, H. and Doig, R. (1975) Eclogite nodules

from kimberlite pipes of the colorado Plateau - sam-
ples of subducted Franciscan-type oceanic lithos-
phere. Physics and Chemistry of the Earth, v.9, p.95-
111.

Im, J., Lee, Y., Douglas, A.B., Vogt, T. and Lee, Y. (2016)
High-pressure and high-temperature transformation
of Pb(II)-natrolite to Pb(II)-lawsonite. Dalton Trans-
action, v.45, p.1622-1630.

Larson, A.C. (1986) GSAS; general structure analysis
system.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New Mexico.

LeBail, A., Duroy, H. and Fourquet, J.L. (1988) Ab-initio
structure determination of LiSbWO6 by powder X-ray
diffraction. Materials Research Bulletin, v.23, p.447-
452.

Lee, Y., Hriljac, J.A., Studer, A. and Vogt, T. (2004) Aniso-
tropic compression of edingtonite and thomsonite to
6 GPa at room temperature. Physics and Chemistry of
Minerals, v.31, p.22-27.

Lemonnier, M., Fourme, R., Rosseaux, F. and Kahn, R.
(1978) X-ray curved-crystal monochromator system
at the storage ring DCI. Nuclear Instruments and
Methods in Physics Research Section A: Accelera-
tors, Spectrometers, Detectors and Associated Equip-
ment, v.152, p.173-177.

Liebscher, A., Dörsam, G., Franz, G., Wunder, B. and
Gottschalk, M. (2010) Crystal chemistry of synthetic
lawsonite solid-solution series CaAl2[(OH)2/Si2O7]·H2O-
SrAl2[(OH)2/Si2O7]·H2O and the Cmcm-P21/m phase
transition. American Mineralogist, v.95, p.724-735.

Martin, L.A.J., Hermann, J., Gauthiez-Putallaz, L., Whit-
ney, D.L., Vitale Brovarone, A., Fornash, K.F. and
Evans N.J. (2014) Lawsonite geochemistry and sta-
bility − implication for trace element and water cycles
in subduction zones. Journal of Metamorphic Geology,
v.32, p.455-478.

Millar, D.I.A. (2012) Energetic Materials at Extreme
Conditions. Springer Theses, p.31.

Merrill, L. and Bassett, W.A. (1974) Miniature diamond
anvil pressure cell for single-crystal X-ray diffraction
studies. Review of Scientific Instruments, v.45, p.290-
294.

Okamoto, K. and Maruyama, S. (1999) The high-pres-
sure synthesis of lawsonite in the MORB+H2O sys-
tem. American Mineralogist, v.84, p.362-373.

Pawley, A.R. and Holloway, J.R. (1993) Water sources for
subduction zone volcanism: new experimental con-
straints. Science, v.260, p.664-667.

Pawley, A.R. (1994) The pressure and temperature stability
limits of lawsonite - implications for H2O recycling in
subduction zones. Contributions to Mineralogy and
Petrology, v.118, p.99-108.

Pawley, A.R. and Allan, D.R. (2001) A high-pressure
structural study of lawsonite using angle-dispersive
powder-diffraction methods with synchrotron radia-
tion. Mineralogical Magazine, v.65(1), p.41-58.

Schmidt, M.W. and Poli, S. (1994) The stability of law-
sonite and zoisite at high-pressure: experiments in
CASH to 92 kbar and implications for the presence of
hydrous phases in subducted lithosphere. Earth and
Planetary Science Letters, v.124, p.105-118.

Schmidt, M.W. and Poli, S. (1998) Experimentally based
water budgets for dehydrating slabs and conse-
quences for arc magma generation. Earth and Plan-
etary Science Letters, v.163, p.361-379.

Smith, G.C. (1991) X-ray imaging with gas proportional
detectors. Synchrotron Radiation News, v.4, p.24-30.

Spandler, C., Hermann, J., Arculus, R. and Mavrogenes, J.
(2003) Redistribution of trace elements during pro-
grade metamorphism from lawsonite blueschist to
eclogite facies; implications for deep subduction-zone
processes. Contributions to Mineralogy and Petrol-
ogy, v.146, p.205-222.

Toby, B.H. (2001) EXPGUI, a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GSAS. Journal of Appllied Crystallography, v.34,
p.210-213.

Tribuzio, R., Messiga, B., Vannucci, R. and Bottazzi, P.
(1996) Rare earth element redistribution during high-
pressure-low-temperature in ophiolitic Fe-gabbros
(Liguria, northwestern Italy): implications for light
REE mobility in subduction zones. Geology, v.24,
p.711-714.

Zack, T., Foley, S.F. and Rivers, T. (2002) Equilibrium and
disequilibrium trace element partitioning in hydrous
eclogites (Trescolmen, Central Alps). Journal of Petrol-
ogy, v.43, p.1947-1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