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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회전 속도가 함철 비정질 규산염의 

고상 NMR 신호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Spinning Speed on 29Si and 27Al Solid-state 

MAS NMR Spectra for Iron-bearing Silicate Glasses

김효임(Hyo-Im Kim)*⋅이성근(Sung Keun Lee)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08826, Korea)

요약:고상 핵자기공명 분광분석은 비정질의 원자 구조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다양한 비정
질 규산염의 원자구조를 규명해왔다. 하지만, 함철 비정질 규산염의 경우, 철 함량 증가에 따른 신호
의 변화가 상자성 효과와 구조 변동을 모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철 함량 증가에 따른 신호 변화가 실제 구조의 변동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온도 
변화에 따른 신호의 이동 여부를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 함량에 따른 함철 비정
질 규산염의 신호 변화를 해석하기 위하여 철이 포함된 휘석과 아노르다이트 조성의 비정질의 가변 
회전 속도 29Si와 27Al NMR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는 온도 상승에 따른 신호의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쌍극자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함철 휘석 비정질의 29Si NMR과 함철 아노르다
이트 비정질의 27Al NMR 결과, 회전 속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호의 형태 및 위치가 달라지지 않았
다. 회전 속도의 증가가 신호에 변화를 야기하지 않음을 확인한 본 결과는 철 함량 증가로 인한 신호
의 변화가 상자성 이동 기원이 아니라, 철로부터 컷오프 반경 너머의 생존 신호임을 지시한다. 이에 
철 함량 증가에 따라 아노르다이트 비정질의 [4]Al 신호가 음의 화학적 차폐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
은, 철의 진입에 따른 Q4

Al(1 또는 2Si) 비율의 상대적 증가와 철과 Q4
Al(3 또는 4Si) 구조간의 높은 공

간적 근접도를 지시한다. 본 결과는 철 함량에 따른 규산염 비정질의 고상 NMR 신호 변화가 실제 구
조적 변화를 지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고상 NMR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각종 유리질의 구조 분석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주요어:함철 규산염 비정질, 핵자기공명분광분석, 상자성 효과, 비정질 구조, 시료 회전 속도

ABSTRACT : Despite the utility of solid-state NMR, NMR studies of iron-bearing silicate glasses 
remain a challenge because the variations in the peak position and width with increasing iron content 
reflect both paramagnetic effect and iron-induced structural change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lucidate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NMR signal for iron-bearing silicate glasses. Here, we report 
the 29Si and 27Al MAS NMR spectra for (Mg0.95Fe0.05)SiO3 and Fe2O3-bearing CaAl2Si2O8 (anorthite) glasses 
with varying spinning speed to interpret the NMR spectra for iron-bearing silicate glasses. The increase 
in the spinning speed results in an increase in the sample temperature. The current NMR results allow 
us to understand the origins of the changes in NMR signal with increasing iron content and to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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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규산염 비정질의 조성에 따른 원자구조의 변화
를 이해하는 것은 지표와 지구 내부의 다양한 지질
환경에 분포하는 각종 유리질 물질의 생성 과정 및 
화학적 조성의 진화 등과 관련한 심도 있는 고찰을 
가능하게 한다(Mysen and Richet, 2005; Lee, 
2011; Park and Lee, 2014; Di Genova et al., 
2017a; Di Genova et al., 2017b and references 
therein). 또한, 이는 각각의 비정질 조성과 상응하
는 용융체의 열역학적 성질 혹은 이동 성질에 관해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다(Navrotsky et al., 1982; Richet, 1984; Lee, 
2005; Lee and Stebbins, 2009). 그러나 비정질 혹
은 용융체의 원자 구조를 규명하는 것은 광물로 대
표되는 결정질의 원자 구조 규명에 비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갖는다. 원자의 공간적 배열이 규칙적으
로 반복되는 결정질과는 다르게, 비정질의 경우 원
자단위에서 나노미터까지의 다양한 길이 단위에서
의 원자 배열에 일정한 규칙이 부재하며 다양한 형
태의 무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Park and Lee, 
2009; Lee et al., 2018 and references therein). 그
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X-선 회절 등의 방법으로는 
비정질 및 용융체의 거시적 성질을 결정하는 네트
워크 연결도(degree of polymerization) 혹은 화학
적 및 위상학적 무질서도(chemical and topological 
disorder)의 정보를 획득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실험적/이론적 방법론
들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비정질의 원자 단위에
서의 구조에 대해 체계적인 규명이 가능해지고 있

다(Kubicki and Lasaga, 1991; Mysen and Richet, 
2005; Stixrude and Karki, 2005; Lee et al., 2014 
and references therein). 그중, 고상 핵자기 공명 
분광분석(solid-state nuclear magnetic resonance, 
이하 NMR)은 특정 원소를 중심(element-specific)
으로 다양한 거리 단위의 구조적 정보를 정량적으
로 제공하는 높은 이론적/기술적 성숙도를 갖는 방
법론으로서, 단성분계의 비정질 산화물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용융체를 대변하는 다성분계 조성의 규
산염 비정질의 구조 규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Stebbins and Xue, 2014; Lee et al., 2016; Park 
and Lee, 2018). 하지만, 고상 NMR 방법론을 통
해 철과 같은 상자성 원소(paramagnetic cation)가 
포함된 물질의 구조를 획득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
되어 왔다. 이는 자기장과 강한 반응을 하는 상자
성 원소의 홀전자(unpaired electron)의 스핀의 경
우, NMR 실험에 의해 여기 되었다가 이완되는 시
간이 일반 핵 스핀에 비하여 매우 짧은데, 이와 같
은 홀전자 스핀의 급격한 이완이 주변 핵 스핀
(nuclear spin)의 이완에도 큰 영향을 미쳐 신호의 
소실 및 분해능의 감소를 야기하기 때문이다(e.g., 
Barron et al., 1983; Grimmer et al., 1983; Smith 
et al., 1983; Lussier et al., 2009; Stebbins and 
Kelsey, 2009). 
  이러한 실험적 난점에도 불구하고 NMR을 통한 
철이 포함된 비정질 규산염의 연구는 해당 물질이 
내포하는 지질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는, 철이 지구 및 지구형 행성에서 
생성되는 규산염 마그마와 지표의 비정질을 구성
하는 가장 풍부한 전이원소이며, 철의 함량은 마그

information on the dipolar interaction between nuclear spins. The 29Si NMR spectra for 
(Mg0.95Fe0.05)SiO3 glass and 27Al NMR spectra for Fe2O3-bearing CaAl2Si2O8 glasses show that the peak 
shape and position of iron-bearing glasses do not change with increasing spinning speed up to 30 kHz.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NMR signal in the Fe-bearing glasses may stem from the ‘survived 
nuclear spins’ beyond the cutoff radius from the Fe, not from the paramagnetic shift. Based on the 
current results, the observed apparent shifts toward lower frequency of [4]Al peak for Fe2O3-bearing 
CaAl2Si2O8 glasses with increasing Fe2O3 at all spinning speed (15 kHz to 30 kHz) indicate the 
increase in the fraction of Q4

Al(nSi) with lower n (i.e., 1 or 2) with increasing Fe2O3 and the spatial 
proximity between Fe and Q4

Al(nSi) with higher n (i.e., 3 or 4). The present results show that changes 
in the NMR signal for iron-bearing silicate glasses reflect the actual iron-induced structural changes. 
Thus, it is clear that the applications of solid-state NMR for iron-bearing silicate glasses hold strong 
promise for unraveling the atomic structure of natural silicate glasses.

Key words : Iron-bearing silicate glasses, solid-state NMR, paramagnetic effect, glass structure, 
spinn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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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및 비정질의 물성에 변동을 야기하는 중요한 원
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에 철 함량 변화에 따
른 비정질 규산염의 원자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물
성의 변동, 나아가 다양한 지질학적 과정을 이해하
는데 필수적이다. 이에 최근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이원계 조성의 함철 비정질 규산염
(예: Na2O-Fe2O3-SiO2 및 MgO-FeO-SiO2)의 연구
들을 통하여 구조 분석에 성공함으로써 고상 NMR
이 함철 비정질 규산염의 연구에도 효과적으로 적
용되어 중합도 및 무질서도 등의 유용한 구조적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Kim et al., 
2016; Kim and Lee, 2018). 이는 일반적으로 철이 
포함되지 않은 반자성(diamagnetic) 물질의 화학적 
차폐(chemical shift) 범위에서 관찰되는 현저히 작
은 신호의 크기를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획득한 결
과이다. 이때, 반자성 규산염 물질들의 신호가 나
타나는 일반적인 MAS (magic-angle spinning) 
NMR 스펙트럼의 화학적 차폐의 범위는, 규소
(29Si)의 경우 [4,5,6]Si에 해당하는 신호가 나타나는 
0~-200 ppm, 알루미늄(27Al)의 경우 [4,5,6]Al의 신
호가 나타나는 25~-75 ppm, 그리고 산소(17O)의 
경우 연결산소와 비연결산소의 신호가 나타나는 
200~-150 ppm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범위에서 관찰되는 
NMR 신호는 철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선형
적으로 감소한다. 이는 철과 핵 스핀 사이의 쌍극
자간 상호작용(dipolar interaction)으로부터 기인하
며 이 상호작용의 정도는 철과 핵 스핀 간의 거리
의 6제곱에 반비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즉, 철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철과 핵 스핀간의 거리가 가
까워지고, 이에 따라 철과 근접한 핵 스핀의 신호
가 감소 혹은 소실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
반적인 경우 NMR 신호로부터 물질의 구조적 정
보를 획득하는 데 방해 요소로 여겨지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상자성 원소의 함량에 따른 신호의 소
실 정도와 넓어짐 현상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정
량화 함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실험적 난점들이 철
과 핵 스핀 간의 공간적 근접성에 대한 정보의 획
득을 가능케 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Kim et al., 2016; Kim and Lee, 2018). 
  한편, 최근의 결정 물질의 고상 NMR 실험 결과
들에 따르면, 상자성 원소를 포함하는 결정질의 
NMR 스펙트럼에서는 상자성 원소와 핵 스핀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기존에 상자성 원소
가 함유되지 않는 결정질의 NMR 신호에서는 관

찰되지 않은 변칙적인 신호(anomalous peak)가 존
재함이 확인되었다(e.g., Stebbins and Kelsey, 2009; 
Palke and Stebbins, 2011; Palke et al., 2015). 소
량의 상자성 원소가 규산염 광물 혹은 결정질 산화
물에 고용체(solid solution)의 형태로 진입할 경우 
전술한 반자성 규산염 물질의 신호 주변에 새로운 
신호가 나타남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면, 산화철을 
약 3.5 wt% 함유하고 있는 홍석류석(pyrope, 
[Mg,Fe]3Al2Si3O12)의 27Al MAS NMR 스펙트럼에
서는 약 0 ppm에서 나타나는 6배위수 알루미늄
([6]Al)의 신호 이외에 68 ppm 및 34 ppm 근처에
서 새로운 신호가 관찰되며, 29Si MAS NMR 스펙
트럼에서도 약 -71 ppm에서 나타나는 4배위수의 
규소([4]Si)를 지시하는 신호 이외에 약 -79 ppm, 
-87 ppm 그리고 -95 ppm 등의 근접한 위치에서 
새로운 신호가 관찰된다(Stebbins and Kelsey, 
2009). 이러한 현상은 홍석류석 이외에 감람석
([Mg,Fe]2SiO4), 휘석([Mg,Fe]SiO3) 및 브리지마나
이트 ([Mg,Fe][Si,Al]O3) 등의 다양한 광물의 
NMR 연구 결과에서 유사하게 보고된다(Stebbins 
et al., 2009; Palke and Stebbins, 2011). 
  반면, 상자성 원소가 고용체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 상자성 원소가 결정 물질의 주 구
성 원소일 경우는 고상 NMR의 실험 양상이 기존
과 크게 달라지게 된다. Fe2SiO4 및 Co2SiO4와 같
은 단상 전이금속 규산염 광물(pure-phase transition 
metal silicate) 및 배터리 물질로 사용되는 다양한 
전이금속 화합물(transition metal compound)의 고
상 NMR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반자성 물질의 화
학적 차폐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위치에서 새로운 
신호(수백~수천 ppm의 화학적 차폐 값에 위치하
는 신호)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Grey and 
Dupre, 2004; Kim et al., 2011; Lee et al., 2017; 
Stebbins, 2017). 
  이와 같이 상자성 원소를 포함한 결정 물질의 
NMR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새로운 신호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이론적 연구가 수행되
었으며, 이 연구들을 통해 결정의 NMR 스펙트럼
에서 새로 보고된 변칙적인 신호들이 철과 핵 스핀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지시하는 상자성 이동
(paramagnetic shift)임을 보고하고 있다. 상자성 이
동은 상자성 원소들과의 결합을 통해 일어나는
(through-bond) 상호작용을 지시하는 페르미 이동
(Fermi-contact shift)과 상자성 원소와 핵 스핀간의 
공간적(through-space) 상호작용을 지시하는 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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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 이동(pseudo-contact shift)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상자성 이동 신호의 위치는 상자성 혹은 강
자성을 지닌 원소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으로 생
성된 만큼, 상자성 원소의 자화율(χ, magnetic 
susceptibility or magnetic moment)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때, 상자성 원소의 자화율은 퀴리-바이
스 법칙[Curie-Weiss law, χ = C/(T - θ), C는 퀴
리 상수, θ는 바이스 상수]에 의하여 온도에 반비
례한다. 이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온도가 높아질수
록 상자성 원소 내 홀전자의 스핀 배열 상태가 무
작위해지며 자화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
라, 자화율이 높을수록(즉, 온도가 낮을수록) 주 신
호로부터 먼 위치에, 자화율이 낮을수록(즉, 온도
가 높을수록) 주 신호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위치하
는 특징을 보인다(Kurland and McGrarvey, 1970; 
Bertini et al., 2002; Palke and Stebbins, 2011).
  그러나 앞서 언급한 함철 비정질 규산염에 관한 
최근의 고상 NMR 연구에 따르면, 반자성 규산염 
비정질의 신호가 나타나는 영역 내에서 주 신호
(main peak) 이외에 여타 부수적인 신호가 나타나
지 않음이 보고되었다(Kim et al., 2016; Kim and 
Lee, 2018). 하지만 기존의 고용체 광물의 고상 
NMR 결과에서 나타나는 상자성 이동 신호는 주 
신호 근처에서 확인이 되는 만큼, 비정질의 스펙트
럼에서 상자성 이동 신호가 실제로 스펙트럼에 나
타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결정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넓은 비정질 신호의 주 신호에 겹침 현상 등
으로 인한 해상도의 문제로 관찰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함철 비정질 규산염에서 관
찰된 고상 NMR 신호의 기원을 고찰하기 위하여 
시료의 회전속도를 변화시켜가면서 고상 NMR 신
호를 획득하는 가변 회전속도(variable spinning 
speed) MAS NMR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시료
의 회전은 로터(rotor, 시료를 담는 통) 내부의 시
료 간의 마찰력, 고속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기압
과 로터의 마찰력 등을 야기시켜 시료의 회전 속도 
증가에 따라 시료의 온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초래
한다(자세한 사항은 결과 및 토의에서 제시한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시료 회전 속도 조건에서의 고
상 NMR 실험을 통하여 시료의 온도에 따른 고상 
NMR 신호의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철 
함량 증가에 따른 비정질 신호의 너비 및 위치의 변
화 양상의 기원이 상자성 효과로부터 온 것인지, 아
니면 실제 구조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지 파악하

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철이 포함되
어 있는 휘석(MgSiO3)과 아노르다이트(CaAl2Si2O8) 
조성의 규산염 비정질의 고상 NMR 스펙트럼을 
최고 30 kHz까지 다양한 회전 속도 조건 하에서 
획득하였다. 가변 회전속도 실험은 온도 증가에 따
른 함철 비정질 규산염의 신호 변화 여부를 확인하
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핵 스핀 간의 쌍극자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획득한 고상 NMR 신호의 형태에 상
자성 이동의 간섭에 의한 영향이 존재하는지 확인
하고 획득한 신호의 기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시료 준비

  본 연구에서는 탄산염(CaCO3)과 산화물(Al2O3, 
Fe2O3, SiO2)을 혼합하여 철이 포함되지 않은 아노
르다이트(CaAl2Si2O8) 조성의 비정질과, 아노르다
이트 조성에 각각 5, 10 wt%의 산화철이 첨가된 
형태의 함철 아노르다이트 비정질을 합성하였다. 
또한 철과 마그네슘이 치환된 형태의 휘석
([Mg0.95Fe0.05]SiO3) 조성의 시료는 이에 해당하는 
산화물(MgO, FeO, SiO2)의 혼합으로부터 합성되
었다. 시료의 균질화(homogenization)를 위하여 각 
조성에 해당하는 혼합물을 아게이트 몰탈에 넣고 
1시간 이상 갈아낸 다음, 백금 도가니에 넣고 아르
곤(Ar) 환경의 용융환경을 갖는 고온 용광로를 사
용하여 시료를 합성하였다. 이때, 각각의 액상선 
온도 이상인 약 1500~1650 ℃에서 30분간 용융상
태를 유지시킨 후 급속 냉각하였다. 이때, 아노르
다이트 조성의 시료는 합성 과정에서 800 ℃의 온
도에서 1시간 동안 탈탄산화(decarbonization) 과정
을 거쳤다. 함철 비정질 합성 과정의 경우, 용융체 
내의 철이 도가니의 백금과 치환되어 시료 내 철 
함량이 변화하지 않도록 동일한 백금 도가니를 사
용하여 총 2번의 합성 과정을 반복하였다. 철이 포
함되지 않은 아노르다이트 비정질 시료의 경우, 실
험상의 편의를 위하여 0.2 wt%의 CoO가 첨가하
여 스핀-격자 완화를 강화하였다. 

29Si MAS NMR 분광분석 

  (Mg0.95Fe0.05)SiO3 비정질 시료에 대한 29Si MAS 
NMR 실험은 서울대학교 지구물질과학연구실의 



시료의 회전 속도가 함철 비정질 규산염의 고상 NMR 신호에 미치는 영향

－ 299 －

Varian 400 MHz 고상 NMR (9.4 T)과 4.0 mm 
이중 공명 프로브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79.48 
MHz의 라모어 진동수에서 규소 주변의 원자 환경
을 관찰하였다. 1.67 µs의 단일 펄스(30° 펄스)를 
사용하였고, 펄스반복 대기시간은 1초로 설정하였
다. 시료의 회전 속도는 6 kHz, 10 kHz, 그리고 
14 kHz로 변화시키며 조절하였다. 화학적 차폐의 
기준은 TMS(tetra-methyle silane)의 규소 원자 환
경이 0 ppm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27Al MAS 및 3QMAS NMR 분광분석 

  27Al NMR 실험은 Varian 400 MHz 고상 NMR 
(9.4 T)과 1.6 mm 이중 공명 프로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104.229 MHz 라모어 진동수에서 
알루미늄 원자 환경을 측정하였다. 27Al MAS 
NMR 실험의 경우 0.3 µs의 단일 펄스(30° 펄스)
를 사용하였고, 펄스반복 대기시간은 철이 포함되
지 않은 시료는 1초, 함철 시료는 0.5초이다. 시료
의 회전 속도는 15 kHz부터 30 kHz까지 5 kHz의 
단위로 조절하였으며, 스캔 반복 횟수는 시료 및 
회전 속도 조건에 따라 2,000~4,800번이다. 화학
적 차폐의 기준으로 1 M의 AlCl3 수용액을 사용
하였으며 이 물질의 알루미늄 환경을 0 ppm으로 
설정하였다. 

회전 속도에 변화에 따라 야기되는 시료의 온도 

변화

  고상 NMR 스펙트럼 상에서 나타나는 쌍극자간 
상호작용(dipolar coupling) 및 화학적 이동의 비등
방성(chemical shift anisotropy)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도록 고안된 MAS 방법론의 경우, 자기장의 
방향과 시료의 회전 방향을 특정 각도(54.74°)로 
고정한 후 고속으로 시료가 담긴 로터(rotor)를 회
전시키는 방법론이다. 일반적으로 시료의 회전 속
도가 약 20 kHz까지의 범위인 경우 고속(fast), 35 
kHz까지의 범위인 경우 준초고속(very-fast), 60 
kHz 이상의 경우 초고속(ultrafast)으로 명명된다
(Laage et al., 2009; Bertini et al., 2010). 고속 혹
은 초고속의 회전 속도를 실현할 수 있는 고상 
NMR 실험 방법론의 약진은 더욱 향상된 분해능
의 스펙트럼의 획득을 가능하게 한다. 이때 로터의 
회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로터 내 시료 간의 마
찰력 및 고속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주입되는 공

기와 로터와의 마찰력 등으로 인하여 시료의 온도
가 상승하는 부수적 효과가 초래된다. 그러므로 실
제 레이저 등을 사용한 가변 온도 실험이 수행되지 
않더라도 회전 속도의 변화만으로도 온도에 따른 
신호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된다. 회전 속도에 
따른 시료 온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Pb(NO3)2 혹
은 Sm2Sn2O7 등의 물질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행
되어 왔으며, 다양한 실험 조건(프로브 및 로터의 
종류, 주입되는 공기의 온도, 회전 속도)에서의 온
도가 체계적으로 보고되어 있다(Bielecki and 
Burum, 1995; Neue and Dybowski, 1997; Langer 
et al., 1999; Takahashi et al., 1999). 이에, 본 연
구에서 수행된 시료의 온도(Ts)는 기존에 보고된 
다음의 경험적 수식(Langer et al., 1999)으로부터 
계산이 가능하다.

  Ts = -12.1 + 1.019⋅Tb + 0.62⋅vr + 
-2.3⋅(Tb⋅vr) + 3.64⋅vr

2 (eq. 1)

  위 수식에서 vr과 Tb는 각각 회전 속도와 주입 
공기의 온도를 지칭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기
압의 온도(Tb)는 298 K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30 kHz의 회전 속도를 갖는 시료의 경우 약 50 ± 
5 ℃의 온도 환경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 및 토의

회전 속도에 따른 (Mg0.95Fe0.05)SiO3 비정질의 
29Si MAS NMR 신호의 변화 양상

  Fig. 1은 다양한 시료 회전 속도(6, 10, and 14 
kHz) 조건에서 획득한 (Mg0.95Fe0.05)SiO3 비정질 
시료의 29Si MAS NMR 스펙트럼이다. 기존의 철
이 포함되지 않은 MgSiO3 비정질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약 -83 ppm의 위치에서 4배위수의 규소 
환경([4]Si)을 지시하는 신호가 관찰되며, 이 신호는 
(Mg0.95Fe0.05)SiO3 비정질 구조는 Q2 (규소 사면체
를 구성하는 산소 중 2개는 연결 산소, 2개는 비연
결 산소인 경우) 환경이 우세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지시한다(Sen et al., 2009; Davis et al., 2011). 
(Mg0.95Fe0.05)SiO3 비정질 시료의 신호 반치폭(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은 약 30 ppm으
로, 기존에 보고되었던 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MgSiO3 비정질의 반치폭(24 ppm)에 비하여(Sen 
et al., 2009; Davis et al., 2011), 상당히 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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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자성 효과로 인한 
신호의 넓어짐 현상은 철 함량 증가와 함께 나타나
는 고상 NMR 스펙트럼 변화가 실제 규소의 구조
적 환경(중합도 혹은 위상학적 무질서도)의 변화로 
인해 야기된 것인지, 아니면 철과 규소 핵 스핀 간
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으로부터 간섭을 받은 결과
인지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시료의 
회전 속도가 변화함에 따라, 회전 곁띠(spinning 
sideband)의 위치가 달라진다. 규소의 경우 상대적
으로 쌍극자 상호작용(dipolar coupling)이 강하지 
않으므로 6 kHz의 저속에도 회전 곁띠가 주 신호
(main peak)를 침범하지 않는다. 이때, -83 ppm 근
처의 [4]Si를 지시하는 주 신호의 위치는 회전 속도
가 6 kHz에서 14 kHz로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달
라지지 않는다. 또한 신호의 반치폭 역시 회전 속
도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회전 속도에 따른 함철 아노르다이트(CaAl2Si2O8) 

비정질의 27Al NMR 신호의 변화 양상

  Fig. 2는 30 kHz의 회전 속도 조건에서 획득한 
함철 아노르다이트(CaAl2Si2O8+Fe2O3) 비정질의 
27Al MAS NMR 스펙트럼이다. Fig. 2(A)에 도시
된 바와 같이 27Al NMR 신호에는 시료로부터 기
인한 신호 이외에 로터에 불순물의 형태로 존재하
는 알루미늄의 신호가 동시에 감지된다. 그러므로 
획득한 스펙트럼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

분해능의 배경(background) 신호를 획득하는 과정 
역시 필수적이다. 특히 고상 NMR 실험에서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지르코니아(ZrO2) 로터로 실험을 
진행하게 될 경우 사용하는 로터의 종류 및 프로브
의 감도, 실험 조건에 따라 배경 신호의 크기가 달
라지므로 주의 깊은 실험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각 실험 조건에 해당하는 로터의 27Al 배
경 신호를 획득하고 각 시료의 스펙트럼에서 이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밝혀둔다. Fig. 2(B)는 
로터 배경 신호가 제거된 함철 아노르다이트의 

Fig. 1. 29Si MAS NMR spectra for (Mg0.95Fe0.05)SiO3

glass with varying spinning speed (6, 10, and 14 
kHz) at 9.4 T. The asterisks (*) denote spinning 
side band.

Fig. 2. (A) 27Al MAS NMR spectra for Fe2O3- 
bearing CaAl2Si2O8 glasses with varying Fe2O3 and 
rotor background at spinning speed of 30 kHz. (B) 
The background subtracted 27Al MAS NMR spectra 
for CaAl2Si2O8 glasses with varying Fe2O3. The 
spectra are plotted on a vertical scale reflecting 
signal intensity reduction corresponding to the 
changes in Fe2O3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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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Al MAS NMR 신호로서, Fe2O3의 함량에 따른 
신호의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기존에 보고된 것과 
같이, 약 49 ppm에서 4배위수의 알루미늄([4]Al) 
환경을 지시하는 주 신호가 나타나며(Oestrike et 
al., 1987; Lee and Stebbins, 1999; Stebbins et 
al., 2000), 철이 포함되지 않은 아노르다이트의 신
호는 사중극자 효과(quadrupolar coupling)로 인해 
음의 화학적 차폐 방향으로 길게 늘어진 형태를 보
인다. Fig.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Fe2O3의 함량
이 증가함에 따라 27Al NMR의 신호 크기는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 있는 27Al 핵 스핀의 신호가 완전히 사라
졌기 때문이다. 철이 일부 핵 스핀의 신호를 완전히 
제거하는 범위를 컷오프 반경(cutoff radius)이라 하
며, 이 컷오프 반경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철로부터 
다음 최근접이웃(next-nearest neighbor)에 위치한 
핵 스핀까지의 거리로 알려져 있다(Kim and Lee, 
2018).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획득한 고상 NMR
의 신호는 철으로부터 컷오프 반경 너머에 존재하
는 27Al 핵 스핀의 신호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Fig. 3은 각각 20 kHz (Fig. 3A)와 30 kHz (Fig. 
3B)의 회전 속도 조건에서 획득된 함철 아노르다
이트 비정질의 27Al MAS NMR 스펙트럼이다. 철 
함량 증가에 따른 주 신호의 위치 및 형태의 변화
를 자세히 관찰하기 위하여, 모든 스펙트럼은 정규
화되었음을 밝혀둔다. Fig. 3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회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20 kHz 조
건에서의 회전 곁띠가 주 신호에 보다 근접하여 나
타난다는 차이점 이외에, 철 함량 증가에 따른 신
호의 위치와 형태 변화 양상은 두 회전 속도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먼저, 철의 함량이 증가
함에 따라 신호의 급격한 넓어짐 현상이 관찰된다. 
특히, 사중극자 효과로 인해 비대칭의 형태를 갖는 
신호의 모양은 철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대
칭적으로 바뀌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컷오프 반경 
너머에서 생존한 핵 스핀 중 일부가 상자성 효과의 
영향을 받아 수명 퍼짐(lifetime broadening)의 특
징을 보이며 스펙트럼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즉, 
철의 상자성 효과에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핵 스핀이 로렌치안(Lorentzian) 함
수의 형태로 스펙트럼에서 관찰된다. 급격한 상자
성 효과로 인한 넓어짐은 상대적으로 회전 속도가 
낮은 조건에서 얻어진 스펙트럼에서 주 신호와 회
전 곁띠 간의 겹침(overlap)을 야기하기도 한다. 

  철 함량 증가에 따른 신호의 형태 변화와 함께 
신호의 위치 역시 철 함량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두 회전 속도 조건 모두에서, 아노르다이트 비정질
의 신호 위치는 철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49.1 ± 
1.0 ppm (철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서 46.0 ± 
1.5 ppm (10 wt% Fe2O3가 포함된 경우)으로 변화
한다. 이와 같은 철 함량 증가에 따른 27Al NMR 
신호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첫 번째, 전
술한 신호의 변화가 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핵 
스핀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 
스펙트럼의 변화는 실제 철 함량 증가에 따른 비정
질의 구조 변동, 즉 중합도의 변화 혹은 철과 알루

Fig. 3. The normalized 27Al MAS NMR spectra for 
Fe2O3-bearing CaAl2Si2O8 glasses with varying 
Fe2O3 at spinning speed of (A) 20 kHz and (B) 30 
kHz. The asterisks (*) refer the spinning side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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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늄 간의 공간적 배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의 화학적 차폐 방향으로 
이동하는 신호의 변화는 비교적 작은 n (i.e., 1 혹
은 2)의 값을 갖는 Q4

Al(nSi) (4배위수의 알루미늄
으로부터 다음 최근접이웃에 n개의 규소가, 4-n개
의 알루미늄이 있는 구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
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Lee and Stebbins, 1999), 
이에 따라 철 함량 증가에 따른 Q4

Al(nSi) 비율 간
의 변화, 특히 작은 n 값을 갖는 Q4

Al(nSi)의 증가
가 예측된다. 혹은 철으로부터 근접한 위치에 상대
적으로 높은 n (i.e., 3 혹은 4)을 갖는 Q4

Al(nSi) 이 
배치되어 해당 신호가 차별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낮은 n의 Q4

Al(nSi)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
이는 경우에도 전술한 신호의 변화가 야기된다. 두 
번째, 만약 전술한 신호의 변화가 철과 핵 스핀 간
의 직접적인 상자성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한다고 
가정할 경우, 관찰된 변화는 주 신호의 음의 화학적 
차폐 방향 근처에서 상자성 이동(paramagnetic 
shift) 신호가 새로 생성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철 함량 증가에 따른 27Al NMR 
신호의 변화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변
화가 상자성 이동의 결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
정이 필수적이다.
  가변 회전속도 실험은 서론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회전 속도 이외에도 시료의 온도 변화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 양상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회전속도를 15 kHz로부터 5 kHz 단위로 최
고 30 kHz까지 변화시키면서 산화철이 각각 5 
wt%와 10 wt%가 포함된 함철 아노르다이트 비정
질의 27Al NMR 스펙트럼을 획득하였다(Fig. 4). 
이때, Fig. 4의 스펙트럼은 회전 속도 변화에 따른 
신호의 크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시되었다. 
시료의 회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 신호 근처에 
위치하는 회전 곁띠가 주 신호로부터 멀어진다. 다
만, Fe2O3가 10 wt%가 포함되어있는 산화철의 경
우 상자성 효과로 인한 신호의 넓어짐 현상이 더욱 
강화되어 20 kHz 정도의 고속 회전에도 불구하고 
주 신호와 회전 곁띠간의 약간의 겹침 현상이 관찰
된다. 저속 회전속도 조건 범위(6~14 kHz)에서 획
득된 29Si NMR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속의 회전 
속도 조건 범위(15~30 kHz)에서 획득된 27Al 
NMR 신호 역시 회전 속도가 변화함에도 불구하
고 함철 비정질 시료의 신호 형태 및 신호의 위치
가 변화하지 않는다. 

함철 비정질 물질의 고상 NMR 신호의 기원에 

관한 토의

  전술한 것과 같이,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15 kHz에서 30 kHz로 시료의 회전 
속도가 증가할 경우 약 25 ℃의 온도 변화가 야기
된다. 최근의 온도 변화에 따른 홍석류석(pyrope)

Fig. 4. 27Al MAS NMR spectra for Fe2O3-bearing CaAl2Si2O8 glasses with 5 wt% Fe2O3 (left) and 10 wt% 
Fe2O3 (right) with varying spinning speed (15 to 30 kHz). The spectra are plotted on a vertical scale reflecting 
the variation of signal intensity with the changes in spinn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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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상 NMR 연구에서는 결정에서 나타나는 상
자성 이동 신호의 경우 25 ℃의 온도 변화로 약 13 
ppm의 신호 이동이 야기됨을 보고하고 있다(Palke 
and Stebbins, 2011). 또한, Ni2SiO4 결정에서 나타
나는 상자성 이동 신호 역시 시료의 회전 속도 증
가로 인해 야기되는 약 25 ℃의 온도 변화가 약 
100 ppm 정도의 신호 위치 변화를 초래할 수 있
음을 보고하였다(Stebbins, 2017). 동일한 정도의 
온도 증가가 시료 회전 속도 증가로 인해 예측됨에
도 불구하고 비정질 시료의 경우 결정에서 보고된 
신호의 변화 양상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관찰된 철 함량 증가로 인한 27Al NMR 
신호의 변화 양상이 상자성 이동의 간섭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 아님을 반증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반자성 규산염 비정질의 신호가 관찰되는 영역
(shifts in diamagnetic silicate, 27Al 신호의 경우 
약 150~-100 ppm 영역)에서 나타나는 함철 비정
질의 신호는 철로부터 컷오프 반경 내에 있는 핵 
스핀이 제거되고 남은 잔여 생존 신호(survived 
spin)임을 지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관찰한 
철 함량 증가에 따른 신호의 변화는 함철 비정질 규
산염의 중합도 및 화학적 무질서도(configurational 
disorder), 나아가 철과 핵 스핀간의 공간적 근접성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시료 회전 속도 변화에 따른 NMR 신호의 크기 

변화에 관한 분석

  함철 비정질 규산염의 NMR 신호 크기는 Fig. 2 
에 나타난 것처럼 철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한다. Fig. 5는 다양한 회전 속도 조건에서 획득한 
함철 아노르다이트 비정질의 27Al MAS NMR 스
펙트럼의 주 신호의 크기 변화를 보여준다. 함철 
비정질의 신호 크기는 각각의 시료 무게로 보정되
었고, 철이 포함되지 않은 시료의 NMR 신호 크기
를 기준으로 표준화되었다. 27Al NMR 신호의 크
기는 철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급
격히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은 기
존의 함철 비정질 규산염의 29Si 및 17O NMR 실
험 결과와도 일치하며(Kim et al., 2016; Kim and 
Lee, 2018), 모든 회전 속도 조건에서 비슷한 신호 
감소 경향성이 관찰된다. 그러나, 함철 비정질 시
료의 경우 시료의 회전 속도에 따라 표준화된 신호
의 크기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회전 속도가 높
은 경우(30 kHz)의 신호의 감소 정도가 회전 속도

가 낮은 경우(17 kHz)에 비해 약 0.1 정도 더 크게 
나타난다.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철이 
포함되지 않은 아노르다이트 비정질의 경우 시료 
회전 속도가 17 kHz에서 30 kHz로 변화함에 따른 
신호 크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이 
때, 온도와는 무관하게 시료 회전 속도에 따라 신
호 크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은, 철이 포
함되지 않은 아노르다이트 비정질의 쌍극자간 상
호작용은 17 kHz 이상의 회전 속도 조건에서 모두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Fig. 5에서 
도시된 것처럼 함철 비정질 시료에서 약 30 kHz의 
고속 회전에도 불구하고 시료 회전 속도에 따라 신
호 크기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는 것은 철의 진
입으로 인해 일부의 쌍극자간 상호작용이 강화되
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함철 
비정질 시료의 27Al NMR 신호로부터 더욱 많은 
구조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조건
에 비해 높은 회전 속도를 갖는 고속 혹은 초고속 
MAS 방법론이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Fig. 5. The normalized 27Al NMR signal intensities 
of Fe2O3-bearing CaAl2Si2O8 glasses with respect to 
the signal intensity of Fe-free glass with varying 
spinning speed. Closed circles, open squares, open 
circles, and closed triangles refer the 17, 20, 25, and 
30 kHz of spinning speed, respectively. Grey line is 
a guide to the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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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함철 규산염 비정질의 고상 
NMR 스펙트럼에서 관찰되는 철 함량 증가에 따
른 신호의 변화양상의 기원을 고찰하기 위하여, 시
료의 회전 속도를 최고 30 kHz까지 체계적으로 조절
하며 각 조건에서의 고상 NMR 스펙트럼을 획득하
였다. 회전 속도 조건 변화에 따른 시료의 온도 변화
는 기존에 보고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계산되었
으며 이를 통하여 30 kHz의 조건에서 약 50 ℃의 온
도 환경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Mg0.95Fe0.05)SiO3 
비정질의 29Si MAS NMR 실험은 6 kHz에서 14 
kHz의 시료 회전 속도를 변화시켜가며 수행되었으
며, 회전 속도 증가에 따른 신호의 위치 및 형태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함철 아노르다이트
(CaAl2Si2O8+Fe2O3) 비정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
나는 결과로서, 상대적으로 고속인 30 kHz (약 50 
℃)까지의 회전 속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함철 시료
에서 나타나는 [4]Al 신호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
다. 이처럼 회전 속도, 즉 온도에 따라 신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은 고상 NMR로 획득 가능한 함
철 비정질의 신호가 철과 핵 스핀간의 직접적인 상
호작용으로부터 초래되는 상자성 이동(paramagnetic 
shift)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님을 지시한다. 그러
므로 함철 아노르다이트 비정질 실험의 모든 회전 
속도 조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음의 화학적 차
폐값으로의 신호 이동은 철과의 강한 상호작용으
로부터 생존한 핵 스핀의 신호(survived nuclear 
spin)가 제시하는 구조적 정보를 담고 있다. 본 연
구 결과는 획득한 신호로부터 함철 비정질의 중합
도, 무질서도, 그리고 철과 핵 스핀 간의 공간적 근
접성 등에 관련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또한 본 연구에서 관찰한 함철 비정질의 신호 
크기가 회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증가하는 현상은 
후속 연구로서 고속 혹은 초고속 MAS NMR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는 고상 NMR 방법론을 통해 함철 비정질의 구조
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이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각종 유리질의 구조 분석
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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