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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mperature and the frequency dependences of the ac susceptibility are measured for 13-nm
and 16-nm magnetite nanoparticles in aqueous dispersions. Two kinds of thermal activation-type
relaxation peaks were observed in the imaginary part of the susceptibility for 13 nm magnetite
nanoparticles whereas only a single relaxation peak existed for the 16-nm sample. The physical
origins for those relaxation mechanisms were identified using quantitative analyses based on the
Neel-Arrhenius and the Vogel-Fulcher models. As a result, a single-particle relaxation from isolated
nanoparticles and a relaxation from clusters of agglomerated nanoparticles were found to coexist
in a sample. The particles in the clusters experienced an additional energy barrier represented
by a simple shift T0 in the imaginary part of the ac susceptibility due to the interparticle dipolar
interaction. Furthermore, dominant relaxation took place at temperature near room temperature for
the 16-nm magnetite sample, which makes it a more efficient candidate for magnetic hyperthermia
applications.
PACS numbers: 75.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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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 분산 수용액에서의 교류 자화율 측정을 통한 완화현상의 연구
윤성현∗
군산대학교 물리학과, 군산 54150, 대한민국
(2019년 9월 26일 받음, 2019년 10월 17일 수정본 받음, 2019년 10월 17일 게재 확정)

13 nm와 16 nm 크기의 마그네타이트 분산 수용액에 대해 교류 자화율의 온도 및 주파수 의존성을
측정하였다. 13 nm의 마그네타이트 시료의 경우 자화율의 허수성분에서 두 종류의 열적 여기형의 완
화 피크가 관측되었다. 반면 16 nm의 시료에서는 단일한 완화 피크가 나타났다. Neel-Arrhenius 와
Vogel-Fulcher 모델을 이용하여 이들 완화효과의 물리적 근원을 규명하였다. 결과적으로 한 시료 내에
분산된 나노입자에 의한 단독 완화효과와 뭉쳐진 입자 클러스터에 의한 완화효과가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러스터를 이루는 입자의 경우 입자간의 자기적 쌍극자 상호작용으로 추가적인 이방성 에너지
장벽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교류 자화율의 허수성분에서 T0 만큼의 온도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16 nm의 나노입자 시료에서 주된 완화현상이 실온부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관측됐는데, 이는 고주파
자기온열치료와 같은 임상적 응용에 훨씬 효율적인 재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PACS numbers: 75.30.−m
Keywords: 교류자화율, 입자간 상호작용, 자성나노입자, 완화효과

∗ E-mail:

shyoon@kunsan.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Magnetic ac Susceptibility Study of Relaxation Mechanisms in Aqueous Magnetite Nanoparticles – Sunghyun Yoon

1227

I. 서 론

II. 실 험

지난 수년 동안 수용액에서의 자성 나노 입자의 완화 효
과는 그 임상적 유용성 때문에 수많은 생체친화적 응용연
구의 주제가 되어왔다 [1–4]. 특히 고주파 온열치료의 경우
나노입자의 자기적 거동은 시료 입자 자기모멘트의 블로킹
(blocking) 메커니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5].
블로킹은 저온에서 자기 이방성 (magnetic anisotropy) 에
의해 용이축 (easy axis) 방향으로 구속되어 있던 자기모멘
트가 열적으로 여기하여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되는
현상이다. 교류 자기장 하에서의 주파수 응답에 따른 에너
지 소모가 자화율의 허수성분과 비례하기 때문에 블로킹
현상의 발생은 교류 자화율 χ = χ′ − iχ′′ 중의 손실성분 χ′′
을 관찰함으로써 바로 확인할 수 있다 [6].
자성 나노입자의 블로킹 현상은 입자간 상호작용에 상당
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
단일 자구의 일축성 초상자성 나노입자의 완화 주파수는 다
음과 같은 Neel-Arrhenius (NA) 관계식에 의해 표현된다.
[
]
EA
f = f0 exp −
(1)
kB T

본 연구에 사용한 두 종류의 마그네타이트 나노 입자는
모두 다음과 같은 고온 열분해 합성법으로 제조하였다. 먼
저 1-octadecane 에서 Fe3+ -oleate와 올레산을 비활성 분
위기로 반응시켜 전구체를 만든다. 하지만 이렇게 합성된
물질은 소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친수성과 소수성을 동시에
갖는 혼성 중합체 PMAO-PEG (poly(maleic anhydridealt-1-octadecane)-poly ethylene glycol) 를 코팅하여 수용
액 상으로 변환시킨다. 거시적 자성 측정을 위하여 이 시
료용액 100 µl를 폴리카보네이트 캡슐에 봉입하여 사용하
였다. 자세한 시료합성 방법과 구조적 특성, 그리고 예비적
자성 특성은 참고문헌 [9]에 자세히 발표되어 있다.
시료의 복소수 자화율은 Quantum Design 사의 PPMS
장치에 시료진동형 자기력계 (VSM) 옵션과 교류자화율
(ACMS) 옵션을 달아서 측정하였다. 복소수 자화율의 측
정을 위하여 먼저 시료 분산액을 5 K까지 Zero field cooling
시킨다. 그리고 5 K에서 300 K까지 매 5 K씩 올려가며 교
류 자화율을 측정하되 매 온도 마다 주파수를 10 Hz에서
10 kHz까지 로그 스케일로 증가시키며 측정을 수행했다.
측정 시 교류자기장의 진폭은 7 Oe로 고정하였다.

하지만 다소간의 입자간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경우, 자화
율의 피크의 주파수 의존성은 현상론적으로 NA 관계식을
온도 축을 따라 T0 만큼 평행 이동한 Vogel-Fulcher (VF)
관계식으로 표현된다고 알려져 왔다.
[
]
EA
f = f0 exp −
(2)
kB (T − T0 )
여기서 f0 는 1010 − 1012 Hz 정도의 자기모멘트 flipping
시도 주파수이며 EA 는 나노입자 용이축으로부터 자기모멘
트의 회전을 제한하는 일종의 에너지 장벽의 높이를 나타낸
다. EA 를 이방성 에너지 (anisotropy energy) 라 하는데 그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를 몇 가지 들 수 있다. 먼저 입자의
크기가 불규칙한 경우, 둘째 입자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모두 블로킹의 발생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입자간 상호작용에 의한 기여를 비
균질성(poly-dispersity) 시료 효과로부터 분리 관찰해내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자성 나노입자에서 입자간 상호작
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입자의 밀도를 단계적으로 희석한
시료를 준비하거나 [7] 시료 표면을 surfactant로 코팅한
시료를 그렇지 않은 시료와 비교 고찰하는 방법 [8]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완화현상에 설명하는 NA 와 VF
관계식 모델을 교류 자화율의 주파수-온도 관계에 적용하
고 단분산성(mono-dispersed)의 마그네타이트 수용액에서
얻어진 자화율 피크의 물리적 근원을 규명한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고주파 온열치료 등 임상적 활용이 가능한 실온
영역에서 에너지소모가 최대가 되는 적절한 마그네타이트
분산 수용액을 디자인하고 완화메커니즘의 응용을 실용화
해보고자 한다.

III. 결과 및 논의
합성된 시료의 구조적 연구를 통해 분산액 속의 마그네
타이트 입자가 공칭 크기 13 nm 와 16 nm를 갖는 고도의
단분산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9]. Fig. 1에 13 nm 자성
나노 입자 교류자화율의 실수성분 (χ′ ) 과 허수성분 (χ′′ ) 을
나타냈다. 주파수가 10 Hz일 경우 81 K 부근과 131 K 부근
에서 두 종류의 피크가 중첩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허수성분의 곡선에서 약간 더 현저하다. 이는 시료에
두 종류의 상이한 완화메커니즘이 공존함을 시사한다. 두
피크 모두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 온도가 고온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저온부의 피크는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약해지고 결국 하나의 피크로 합쳐진다. 앞서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저온부와 고온부의 피크는 각각 분산된 단일
입자와 뭉쳐있는 입자클러스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10]. 16 nm 자성 나노 입자 교류자화율의 실수성분과
허수성분은 Fig. 2에 나타냈다. 피크 위치가 상온부분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으며 10 Hz 부근 낮은 주파수의 곡선을
관찰해보면 단일 피크임을 알 수 있다. Fig. 1과 2에서 두
시료 공히 273 K 부근에서 자화율의 실수성분이 급격히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수용액의 녹는
점에 기인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13 nm 시료는 주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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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Real(χ′ ) and imaginary(χ′′ ) part of
the complex susceptibility for 13 nm magnetite particles
in aqueous suspension. The arrow in (a) indicates the
occurrence of Brownian relaxation associated with the
melting of carrier liquid. (○ : 10 Hz, △ : 72 Hz, □ :
1390 Hz, ◇: 10 kHz).
증가함에 따라 실수부는 감소, 허수부는 증가함에 비해 16
nm 시료에서는 실수성분, 허수성분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피크의 위치는 두
시료 모두 고온 쪽으로 이동함을 볼 수 있다.
자화율의 변화에 나타난 완화현상의 근원을 규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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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Real(χ′ ) and imaginary(χ′′ ) part
of the complex susceptibility for 16 nm magnetite particles in aqueous suspension. The arrows in (a) and (b)
indicate the occurrence of Brownian relaxation associated with the melting of carrier liquid. (○ : 10 Hz, △ :
72 Hz, □ : 1390 Hz, ◇: 10 kHz).
Table 1. Parameters of frequency dependences of ac susceptibility obtained from the analyses using NA and VF
models. High (low) T indicates high (low) temperature
peak of the imaginary part in complex susceptibility in
13 nm sample.
T0 (K)
log10 f0
EA /kB (K)

13 nm high T
61
11
1621

13 nm low T
0
10.5
1661

16 nm peak
162
12
1480

하여 자화율 허수 성분의 피크온도와 주파수 사이의 관계를
VF 관계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VF 관계식에 의하면
log10 f 와 1/T 는 선형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최소자승
법으로 얻어낸 EA /kB 와 T0 , log10 f0 의 최적 값을 표 1에
정리했으며 그 결과를 Fig. 3에 나타냈다. 저온부의 피크는
발생온도가 일정해 보이나 피크가 너무 작아 더 이상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Figure 3에서 보듯이 고온부의 피크의
주파수-온도 특성은 VF 관계식으로 아주 잘 설명된다. VF
관계식에서 T0 는 시료에 존재하는 입자간 상호작용의 크기
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1에서 얻어진 log10 f0
값과 EA /kB 값이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은 입자의 핵심을
이루는 물질의 고유 물성이 크기와 상관없이 거의 유사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1의 log10 f0 값은 이미 다른 문헌에
발표된 값과 같은 영역에 있다. 또한 공칭 입자의 크기를
이용하여 이방성 에너지 (EA ) 로부터 자기 이방성 상수 K
를 산출해낼 수 있다. 그 값은 13 nm와 16 nm 크기의 마
그네타이트에 대해 각각 2 × 104 , 1.6 × 104 J/m3 으로 이미

발표된 마그네타이트의 덩어리(bulk) 이방성 상수 값과 유
사하다 [11].
결국 13 nm 마그네타이트 시료에는 두 가지의 완화효과가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두 가지 모두 열적 여기 (excitation)
에 의해 발생하며 그 중 하나는 다소간의 입자간 상호작용을
겪는다. 저온영역의 피크는 T0 가 영인 NA 관계식의 주파수
의존성을 보인다. 따라서 이것은 수용액 전체에 걸쳐 따로
떨어져 분산되어 있는 마그네타이트 단일입자에서 기인한
다. 반면 고온 피크의 경우 주파수 의존성이 VF 관계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이 온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분명히
뭉쳐있는 (agglomerated) 마그네타이트 입자 클러스터의
블로킹현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입자
가 올레산 surfactant에 의해 코팅이 되어 있으므로 입자
간 상호작용은 직접 접촉에 의한 것보다는 주로 입자간의
자기적 쌍극자 상호작용이다. 반면에 16 nm 마그네타이
트 시료는 피크가 측정의 경계온도인 300 K에 걸쳐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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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log10 f − 1/T plots for 13 nm and
16 nm magnetite aqueous suspension. (△ : 13 nm low
T, □: 13 nm high T, ● : 16 nm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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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Frequency dependence of the imaginary part of magnetic susceptibility for 13 nm magnetite
sample at 57 K and 107 K.
1로 미뤄볼 때 대부분의 에너지 소모현상은 200 K 이하의

단일 피크임을 알 수 있다. 피크 온도의 주파수 의존성이
T0 ≈ 160 K 정도의 VF 관계식을 만족하므로 13 nm 시료

극저온에서 현저히 나타남을 예견할 수 있다. 반면 입자의
크기를 증가시켜 16 nm에 이르면 Fig. 2에서처럼 자화율

보다는 훨씬 심한 입자간 상호작용을 격고 있는 것으로 볼

의 허수성분은 상온 부근에서 최대화되며 상온에서 13 nm

수 있다. 하지만 이 값은 마그네타이트 물질의 고유물성이

마그네타이트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열을 발생시킬 수 있을

아니며 시료의 준비과정에서 결정된다. 분산액의 농도를 높
이면 입자간의 뭉침현상은 불가피하며 16 nm 마그네타이트
시료가 보이는 입자간 상호작용은 여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Taketomi는 자성유체가 냉각될 때
상 분리(phase separation)가 발생하며 밀집상태의 조그만
방울이나 클러스터가 묽고 균질한 분산액의 상과 분리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12]. 수용액상 시료에서 뭉쳐진 클
러스터의 존재는 그 용액의 농도, 즉 수용액 체적에 대한
고체 시료부분의 체적 비율인 volume fraction 으로 판정할
수 있다. 13 nm 와 16 nm 마그네타이트 분산액의 volume
fraction은 각각 0.0012 와 0.003으로 Taketomi가 제시한
균질분산 형성과 상 분리 발생의 경계치 양쪽에 해당한다.
물리적으로 자화율의 허수성분은 외부에서 걸어준 자기
장에 대한 out-of-phase 응답성분이며 자성 나노입자의 에
너지소모의 주된 원인이다. 고주파 자기 온열치료를 위한
자성 나노입자 시스템에서 분산액 단위질량당의 에너지 손
실인 SLP (Specific Loss Power) 값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13 nm 마그네타이트 분산액은
13 nm 마그네타이트 분산액보다 50% 이상 큰 SLP 값을
가짐이 실험적으로 밝혀졌다 [9]. 부수적으로 시료 전체에
대해 한 종류의 완화 메커니즘만 관여하도록 입자의 자기적
물성과 농도를 최적화하여 열의 발생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다른 물리적 요인에 기인하는 완화효과가 동시에 작용하
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료의 자화율의 주파수 응답은 단일한
완화효과만 갖는 시료의 그것에 비해 매우 독특하다. Figure
1을 보면 13 nm 마그네타이트 시료의 경우 대략 온도 86
K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에서는 주파수가 증가하면 자
화율은 감소하는데 비해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반대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Fig. 4에 나타냈다. 이는 다양한 물리적
요인에 기인하는 복수의 완화효과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을
때 그 주파수 응답특성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 [13].

IV. 결 론
P = µ0 πχ′′ f H02

(3)

13 nm 와 16 nm 크기의 마그네타이트 단분산 수용액의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켜 열 발생을 효율적으로 증대시키려

자화율 온도변화에서 관측된 두 종류의 완화현상의 물리적

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자화율의 허수성분 χ′′ 을 극대

근원을 구분하였다. NA와 VF 관계식을 이용하여 자화

화시키면 된다. 하지만 13 nm 마그네타이트의 경우 Fig.

율의 허수성분을 분석한 결과 13 nm 시료의 경우, 입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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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겪지 않는 단일입자에 의한 저온부 피크와 뭉쳐
진 입자 클러스터에 의한 고온부 피크가 중첩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반면 16 nm 시료의 경우 입자간 상호작용을 겪
는 입자 클러스터에 의한 단일 완화현상만이 존재하였으며
이를 시료 분산액의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로 설명하였다.
또한 분산된 시료 입자크기가 13 nm 일 경우 대부분의 에
너지 소모메커니즘은 극저온 영역에서 발생함에 비해 16
nm 일 경우 그것이 실온영역에서 최대가 됨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마그네타이트를 임상적 온열치료에 활용할
경우 입자의 기본 물성과 농도가 동일하다면 16 nm가 열
발생이 극대가 되는 최적의 크기임을 알 수 있었다.

[5] M. B. Morales et al., J. Appl. Phys. 105, 07B511
(2009).
[6] O. E. Ayala-Valenzuela, . A. Matutes-Aquino, J. T.
Elizalde Galindo, and C. E. Botez, J. Appl. Phys.
105, 07B524 (2009).
[7] V. L. Calero-Diaz del Castillo and C. Rinaldi, IEEE
trans. Magn. 46, 852 (2010).
[8] H. Shim et al., J. Appl. Phys.99, 08Q503 (2006).
[9] Mai Lu and Shoogo Ueno,

J. Appl. Phys. 109,

07B301 (2011).

REFERENCES
[1] F. Brem et al., Phys. Rev. B 73, 224427 (2006).
[2] R. Regmi et al., J. Appl. Phys. 106, 113902 (2009).
[3] K. Parekh and R. V. Upadhyay, J. Appl. Phys. 107,
053907 (2010).
[4] J. Zhang, C. Boyd, and W. Luo, Physics. Rev. Lett.
77, 390 (1996).

[10] Sunghyun Yoon,

IEEE trans. Magn. 48, 3296

(2012).
[11] V. A. M. Brabers, Handbook of Magnetic Materials
(Amsterdan, North-Holland, 1995) p. 212.
[12] S. Taketomi, Phys. Rev. E 57, 3073 (1998).
[13] R. E. Rosensweig, J. Magn. Magn. Mater. 252, 370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