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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자성 나노 입자 사슬 배열은 나노 와이어 등과 함께 장치 

(device)의 구성 요소로써 활용되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열의 전체적인 자기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를 구성하

는 요소인 나노 입자 사슬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자성 박테리아로부터 추출한 나

노 입자 사슬로 구성된 배열을 제작하여 사슬 간의 상호작용이 사

슬 배열의 자화 반전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VSM (vibrating sample magnetometer)을 이용하여 자기이력곡

선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소자기 전산모사를 활용

하여 마그네토솜 사슬 간의 거리와 사슬의 개수가 다른 모델을 이

용하여 사슬 간 상호작용의 영향을 자기이력곡선 및 자화 반전 과

정의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주요어 : 주자성 박테리아, 산화철 나노 입자, 나노 입자 사슬, 미소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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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자기 나노 결정 배열 (magnetic nanocrystallites arrays)은 

나노 입자 사슬 (nanoparticle chain)이나 나노 와이어 (nanowire)

와 같은 일차원 (one-dimensional) 형태의 구성 요소들 간의 상

호작용을 이용하여 장치 (device) 구성 요소의 형성과 변화에의 

응용을 목표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배열 내 일차원 구성 요소

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나노 와이어에 집중되어 

있고[1], 나노 입자 사슬에 대해서는 몇몇의 연구만이 수행되었다

[2]. 따라서 이들 물질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배열 

(array) 내 나노 입자 사슬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이다. 

본 연구에서는 magnetospirillum magneticum AMB-1 

(ATCC 700264) 주자성 박테리아에서 추출한 단자구 (single 

domain) 산화철 나노 입자 사슬을 이용하였다. 마그네토솜 사슬 

간의 정자기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도의 마그네토

솜 사슬 용액을 다양한 세기의 외부 자기장 하에서 실리콘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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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정렬시켰다[3]. 그 결과 마그네토솜 사슬 용액의 농도와 정

렬 시 가해지는 외부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사슬의 정렬 형태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슬 간 상호작용이 자

화 반전 (magnetization reversal)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해 VSM (vibrating sample magnetometer)을 이용하여 각 

시편의 자기 이력 곡선 (hysteresis loop)을 구하여 보자력 

(coercive force)을 관찰하였다. 마그네토솜 용액의 농도가 옅을

수록, 정렬 시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클수록 더 큰 보자력을 나타

내었다.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를 이용하여 사슬 

간 상호작용이 큰 형태의 배열일수록 보자력이 작아짐을 확인하였

다. 더불어 이와 같은 사슬 간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미소자기 전

산모사 (micromagnetics simulation)를 통해 알아보았다. 육팔면

체 마그네토솜 사슬 배열을 모델링하여 사슬 간 거리, 사슬 개수

의 함수로서 자기 이력 곡선의 계산을 통해 사슬 간의 정자기 상

호작용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사슬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사슬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 작은 보자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사슬 간 거

리와 인접 사슬의 개수가 사슬 간의 상호작용에 주요하게 작용하

며, 사슬 간 정자기 상호작용에 의해 사슬 배열의 자화 반전이 영

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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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배경 

 

2.1. 주자성 박테리아  

주자성 박테리아 (magnetotactic bacteria)는 수생 원핵 생물

로써, 전세계에서 발견되나 대부분은 수중 서식지의 산성-무산소 

천이 구역 (oxic-anoxic transition zone)에서 서식한다.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편모를 이용한 운동성과 지구 자기장에 대한 반

응성이다. 더불어 모든 주자성 박테리아는 세포 내에 ‘마그네토솜 

(magnetosome)’이라 불리는 독특한 구조를 합성하는데, 이는 

2-3 nm 두께의 지질 이중막이 나노 크기의 결정을 감싸고 있는 

형태이다. 지질 이중막 내 나노 결정은 대부분 산화철 (Fe3O4) 자

철광 (magnetite)이고, 드물게는 황화철 (Fe3S4) 그레자이트 

(greigite)이다[3-7]. 이들은 종-특이적 (species-specific)인 

결정 형태를 가지며, 크게는 입방형 (cubic), 길쭉한 각기둥형 

(elongated prismatic), 총알형 (bullet-shaped)의 세 가지로 구

분된다[6]. 마그네토솜은 박테리아 내에서 지질 이중막에 의해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사슬 (chain) 형태로 배열되어 있으며[1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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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주자성 박테리아는 지구 자기장 또는 외부 자기장에 따

라 정렬되고 수영하는, 소위 주자기성 (magnetotaxis)을 가진다. 

마그네토솜 나노 결정은 일반적으로 35 nm – 120 nm 범위의 크기

를 가지며 이는 자철광과 그레자이트 모두에 대하여 영구 자성을 

나타내는 단자구 (single domain) 크기 범위이다[5, 16-17].  

본 연구에서는 magnetospirillum magneticum AMB-1 

(ATCC 700264)을 배양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는 미호기성 

(microaerophillic) 환경에서 성장하며, 세포 내에 육팔면체 

(cuboctahedron) 형태의 자철광 마그네토솜이 사슬을 이루고 있

다. 자철광 나노입자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50 nm로써 이는 단자

구 크기이다. 또한 하나의 박테리아 내에 2-3개의 사슬을 형성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하나의 사슬은 대략 십 수개의 자철광 

나노입자로 이루어져있다[18]. 자철광 나노입자는 자화 용이축 방

향과 사슬 축이 평행하게 정렬되어 있어 사슬 축 방향을 따라 강

한 자기 이방성을 나타낸다[3, 23,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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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화 반전   

2.2.1 자화 반전 과정 

자성체는 외부에서 자기장을 인가할 때, 외부 자기장과 스핀 

사이의 각도 차이에 따른 제이만 에너지 (Zeeman energy)를 갖

게 된다. 이때 발생한 에너지는 스핀이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 정

렬되면서 해소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자화 반전 (magnetization 

reversal)이라 한다. 자화 반전은 초기 자화의 상태에 따라 스핀 

방향의 단순 회전 (rotation)과 자벽 (domain wall)의 이동을 통

해 진행되게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성체의 계 (system)에 

따라서 자화의 회전과 자벽의 이동이 동시에 일어날지 혹은 하나

의 기작 (mechanism)이 변화를 주도할지 결정된다. 

자화 반전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자벽이 존재하

지 않는 단자구 입자 (single domain)를 가정하였다 (Stoner-

Wohlfarth model)[12]. 이때 단자구에는 <그림 1>과 같이 자화 

용이축 (easy axis)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화 용이축은 자성체의 

형상, 결정성 등에 의해 결정되며 자화는 자화 용이축을 따라 정

렬되고자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에 외부 자기장을 가하여 

자화 반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에 의한 제이만 에

너지와 물질의 고유한 자기 이방성 에너지 (magnetic anisotr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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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물질의 자기 이방성 에너지와 제이만 에너지는 각각 아

래와 같이 표현된다[13, 22]. 

 

 2sinuAniE K                 (Ⅱ.1)              

cos( )p SE HM                 (Ⅱ.2) 

 

이때, 식(Ⅱ.1)에서 
uK 는 단축 자기 이방성 상수 (uniaxial 

magnetic anisotropy constant), 는 자화 방향과 자화 용이축 사

이의 각도이다. 또한 식(Ⅱ.2)에서 
SM 는 포화 자화 (saturation 

magnetization),  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자화 용이축 사이의 

각도이다. 이때 전체 에너지는 두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된다.  

 

2sin cos( )t p uAni SE E E K HM           (Ⅱ.3) 

 

이를 이용하여   인 경우, 즉 외부 자기장이 자화 용이축에 반

대 방향으로 인가되는 경우에 주어진 자기장의 세기에 따른 특정 

자화의 방향 ( )에서의 자화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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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in cost u sE K HM              (Ⅱ.4) 

 

나아가 식(Ⅱ.4)를 자화 용이축에 대한 자화의 방향 (  )에 대해 

미분함으로써 평형 상태를 갖는 최소 에너지를 식(Ⅱ.5)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sin cos sin 0t
u s

dE
K M H

d
  


          (Ⅱ.5) 

 

위 식을 통해 평형 상태에서의 자화 용이축에 대한 자화 방향 ( )

을 구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외부 자기장 하에서 안정한 상태의 

자화 방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또한 식(Ⅱ.6)을 통해 임계 자기

장 세기를 구할 수 있다.  

 

2

2
2 cos2 cos 0t

u s

d E
K M H

d
 


          (Ⅱ.6) 

 

이는 평형 상태의 자화 방향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자화의 방향이 반전되는 자기장 세기, 즉 보자력 (coercive force)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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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임의의  에 따른 자기 이력 곡선 (hysteresis 

loop)은 <그림 2>와 같이 나타난다. 0  일 때, 즉 자화 용이축

과 외부 자기장이 평행할 때, 자화를 반전시키는 데 있어서 더 큰 

세기의 외부 자기장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곧 큰 보자력을 갖는다

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가 작아짐에 따라 즉 외부 자기장이 

자화 용이축 방향에서 벗어나게 됨에 따라 보자력은 감소하게 되

며, 작은 세기의 자기장 하에서 자화 반전이 쉽게 일어나게 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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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단자구에서 c축으로 자화 용이축을 갖는 

경우의 자화 (M)와 외부 자기장 (H)의 방향 (b) [참고

문헌 13]자화 용이축에 대한 외부 자기장 (H)의 각도

에 따른 자기 이력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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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자화 반전의 실험적 측정 (VSM)  

주자성 박테리아에서 추출한 산화철 나노 입자의 일차원 사슬 

배열의 자화 반전 과정 (magnetization reversal process)을 측정

하기 위하여 VSM (vibrating sample magnetometer, Lakeshore 

7410)을 이용하였다. VSM은 자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기기이며, 

1955년 Simon Foner에 의해 발명되었다. 시편은 먼저 균일한 자

기장 하에서 자화된다. 후에 시편을 진동시키게 되면, 픽업 코일 

(pickup coil)에 유도 전압이 발생한다. 이때 유도된 전압은 시편

의 자화값 (magnetization)에 비례하나, 인가된 자장의 크기와는 

비례 관계가 없다. 통상적으로 유도 전압은 고정형 증폭기 (lock-

in amplifier)를 이용하여 측정된다[7]. 시편의 자화 반전 과정을 

관찰하기 위하여 자기 이력 곡선 (hysteresis loop)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는 자기장을 스윕 (sweep)시킴으로서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마그네토솜 사슬 배열의 자화 반전 과정

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온에서 +1000 Oe ~ -1000 Oe 범위의 자

기장을 스윕하여 자기 이력 곡선을 측정하였다. 더불어 사슬의 정

렬 방향에 대해 0°, 15°, 30°, 45°, 60°, 75°, 90°의 각도로 측정하

여 자기 이력 곡선의 각도 의존성 (angular dependence of 

hysteresis loop)을 확인하였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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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기 모멘트 간의 정자기 상호작용 

정자기 상호작용 (magnetostatic interaction)은 두 개의 자기 

모멘트 (magnetic moment)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자기 모멘트가 만드는 자기장 (빗나간 장, stray field)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다. 이는 자기 모멘트의 결합 축에 대하여 자

기 모멘트의 상대적인 크기와 방향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

에서 기인하게 된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극 (magnetic pole) 
1 이 

만드는 자기장에 의한 
2 의 포텐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2 1p pE H                    (Ⅱ.7) 

 

이때 1pH 은 1 에 의해 생성된 자기장의 세기이다. 이때 자기극에

서 발생하는 빗나간 장 (stray field)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2

p
H

d
                     (Ⅱ.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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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d 는 자기극으로부터의 거리이며, p 는 자기극의 세기이다. 

식(Ⅱ.8)을 이용하여 자기극으로부터 임의의 거리 r 에 작용하는 

빗나간장의 세기를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그림 2>). 

 

2 2cos cos( )
2p rH H H


             (Ⅱ.9) 

 

이때 두 개의 자기 모멘트 간의 포텐셜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1 2
1 2 1 2

3

[cos( ) 3cos cos ]pE
r

 
           (Ⅱ.10) 

 

위 식을 통하여 자기 모멘트 간의 정자기 상호작용은 자기 모멘트

의 세기, 자기 모멘트 간의 각도, 자기 모멘트 간 거리에 의해 변

화함을 알 수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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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xy 평면 상의 두 자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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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소자기 전산모사 

미소자기학 (micromagnetics)는 마이크로 단위 이하 길이 규

모에서 강자성체의 거동을 예측을 다루는 물리학의 한 분야이다. 

이는 자구벽 (domain wall)이나 자기소용돌이 (magnetic vortex)

와 같은 자기 구조 (magnetic structure)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기

에는 충분히 작은 크기이지만, 물질 내 모든 전자의 거동을 계산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1935년 Landau와 Lifshitz에 의해 발

표된 연속체 이론 (continuum theorem)을 통해 물질 내 모든 전

자의 거동을 계산하지 않고도 자성체의 거동을 예측하게 되었다[8, 

9].  

미소자기학에서 자화 벡터의 거동은 다음과 같은 Landau-

Lifshitz-Gilbert (LLG) 방정식에 의해 기술된다[10].   

 

( ) G
eff

s

dM dMM H M
Mdt dt




 
 
  

           (Ⅱ.11) 

 

위 식은 자화 벡터에 작용하는 유효 자장 (effective field, 𝐻𝑒𝑓𝑓)

에 의한 자화 벡터의 거동을 나타낸다. 이때 𝑀은 포화 자화량 𝑀𝑠

를 갖는 자화 벡터이며 γ는 길버트 자기회전 비율 (gyromagnetic 



15 

 

ratio), α𝐺는 길버트 감쇠 상수 (Gilbert damping constant)이다. 

더불어 유효 자장은 교환 에너지 (exchange energy), 정자기 에

너지 (magnetostatic energy), 자기결정 이방성 에너지  

(magnetocrystalline energy), 제이만 에너지 (Zeeman energy)

를 포함하는 전체 자기 에너지 𝐸를 자화 벡터로 변분 미분한 것으

로써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eff

E
H

M





                  (Ⅱ.12) 

ex ms zeeaniE E E E E               (Ⅱ.13) 

 

LLG 방정식의 우변 첫 번째 항은 자화 벡터 𝑀의 유효 자장  

𝐻𝑒𝑓𝑓  주위에서의 세차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두 번째 항은 자

화 벡터에 유효 자장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여 그 방향으로 감쇠됨

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자화 벡터는 길버트 감쇠 상수에 의해 

유효 자장의 방향으로 정렬된다. 

본 연구에서는 FEMME (finite element micromagnetics)를 

통해 미소자기 전산모사를 수행하였다. 이는 유한요소법 (finit 

element method, FEM)을 사용하여 앞에서 설명한 LLG 방정식을 

시간과 공간에 대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구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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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LG 방정식에 의해 표현되는 자기 모멘트의 

세차운동[11] 



17 

 

제 3 장 

산화철 나노 입자 사슬 배열의 자화 반전 

 

3.1. 마그네토솜 사슬 배열 

3.1.1. 박테리아를 이용한 나노 입자 사슬의 추출  

Magnetospirillum magneticum AMB-1은 ATCC 사에서 구

매하였다 (ATCC 700264). AMB-1의 성장에 사용된 배양액은 

ATCC 사에서 제공되는 Magnetospirillum growth medium 

(MSGM)의 레시피에 따라 제조되었다[8]. 완성된 배양액을 세럼 

바틀에 80 %만 채운 후, 미호기성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배양액

을 질소 가스로 30분 동안 살포하여 배양액 내 용존 산소량을 낮

춘 후 밀봉하였다. ATCC 사로부터 동결되어 제공된 박테리아를 

실온에서 해동시킨 후 배양액에 주입하였다. 이후, 박테리아가 주

입된 세럼 바틀을 진탕 배양기를 이용하여 30 ℃에서 120 rpm으

로 원형 운동시키며 약 일주일 간 성장시켰다[29]. 

AMB-1 박테리아 내 산화철 나노입자 사슬의 추출은 초음파 

분쇄기를 이용하는 물리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방법은 다

음과 같다. 먼저, 성장이 완료된 배양액을 원심 분리하게되면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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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띠는 박테리아가 침전되어 배양액으로부터 분리된다. 이를 미

량의 배양액에 분산시킨 뒤 테플론 비커에 모아 탐침 초음파 분쇄

기를 이용하여 분쇄하였다. 이 때, 테플론 비커 내 용액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 kHz의 주파수로 80분 동안 5초 

온-오프 펄스로 분쇄를 진행하였다. 분쇄 과정이 완료된 후, 박테

리아의 잔해와 나노입자 사슬을 분리하기 위해 자석을 이용하였다. 

자석을 페트리 접시의 뒷면에 부착한 후, 용액을 페트리 접시에 

옮겨 담아 천천히 흔들어주면 자석 부근에 나노입자 사슬만 모이

게 된다. 이 상태에서 박테리아의 잔해와 불순물이 포함된 용액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깨끗한 3차 증류수로 이를 대체하

였다. 같은 과정을 5번 이상 반복하여 나노입자 사슬 외의 불순물

을 충분히 제거한 후, 3 ml의 3차 증류수에 AMB-1 박테리아로부

터 추출된 나노입자 사슬을 분산시켜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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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마그네토솜 사슬의 물성 

앞의 방법에 따라 추출한 산화철 나노 입자 사슬의 물성을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와 VSM (vibrating 

sample magnetometer)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TEM 분석을 위해 증류수에 분산된 나노 입자 사슬을 카본 

그리드 (carbon grid) 위에 드랍 코팅법 (drop coating)을 이용하

여 올리고 실온에서 건조시켰다. 이렇게 얻어진 TEM 이미지에서 

나노 입자가 지질 이중막에 의해 사슬 형태로 정렬되어 있으며 

(그림 4(a)), 나노 입자가 다면체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그림 4(b)). 또한 HRTEM (high 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분석을 통해 이들이 자철광의 회절 패턴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노 입자 사슬의 자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분말 형태의 

시편을 제작하여 VSM을 측정하였다. VSM은 실온에서 1 T의 범

위에서 측정되었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약 62 emu/g의 

포화 자화 값을 가지며, 약 70 Oe 크기의 보자력을 갖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를 통해 추출한 나노 입자가 자성을 띄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보자력을 갖는 단자구 형태의 입자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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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 (b) 박테리아에서 추출한 마그네토솜 사

슬의 TEM 이미지. (c), (d) 마그네토솜의 HRTEM과 

회절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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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VSM을 이용하여 측정한 마그네토솜 사슬의 

자기 이력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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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마그네토솜 사슬 정렬 

마그네토솜 사슬 배열을 제작하기 위하여 드랍 코팅법 (drop 

coating method)을 사용하였다[2]. 전자석 (electromagnet) 사이

에 세척된 실리콘 기판을 위치시킨 후, 사전에 준비된 다양한 농

도의 마그네토솜 용액 (11 μg/ml, 21 μg/ml, 42 μg/ml, 83 μg/ml)

을 그 위에 100 μl 씩 떨어뜨렸다. 용매로 사용된 증류수가 모두 

증발할 때까지 시편을 실온에서 약 4시간 가량 0.25 T의 균일한 

자기장에 노출시켰다. 더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정한 농도 

(21 μg/ml)의 용액을 이용하여 다양한 세기의 자기장 (0.25 T, 

0.5 T, 0.75 T, 1 T) 하에서 건조시킨 시편을 제작하였다.  

<그림 6>에서 마그네토솜 사슬 배열의 정렬을 확인하기 위하

여 자기장을 가하지 않은 시편을 제작하여 VSM과 SEM을 측정하

였다. 자기장을 가하지 않은 시편의 경우에는 방향에 관계없이 일

치하는 자기 이력 곡선을 보였으며, <그림 6(c)>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마그네토솜 사슬이 무작위로 엉켜있는 형태를 띠었다. 자기

장을 가한 시편의 경우, 측정 방향에 따라 크게 다른 자기 이력 

곡선을 나타내었으며 (그림 6(b)), <그림 6(d)>에서도 마그네토솜 

사슬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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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 (c), (e) 정렬시키지 않은 마그네토솜 사

슬의 자기 이력 곡선과 SEM. (b), (d), (f) 자기장을 이

용하여 정렬시킨 마그네토솜 사슬의 자기 이력 곡선과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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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마그네토솜 사슬 배열의 자화 반전 

3.2.1. 마그네토솜 용액 농도의 영향 

농도가 다른 네 마그네토솜 용액 (11 μg/ml (C1), 21 μg/ml 

(C2), 42 μg/ml (C3), 83 μg/ml (C4))을 각각 0.25 T의 동일한 

자기장 하에서 드랍 코팅법을 사용하여 정렬시켰다[2]. 이때 

VSM (vibrating sample magnetometer)을 이용하여 정렬된 마그

네토솜 사슬 배열의 자기 이력 곡선을 측정하였다. 자기 이력 곡

선은 마그네토솜 사슬의 정렬 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측정되었다. 

각 시편은 마그네토솜 사슬의 정렬 방향으로 강한 자기 이방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림 7(a)>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적 큰 보자

력과 잔류 자화을 갖는 각진 형태의 자기 이력 곡선의 형태를 보

였다. 그러나 마그네토솜 용액의 농도가 높은 시편일수록 자기 이

력 곡선의 보자력과 잔류 자화가 상대적으로 작아져 전체적인 자

기 이력 곡선이 수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7(b)>에는 <그림 

7(a)>의 자기 이력 곡선에서 얻어진 각 시편의 보자력을 나타내

었다. 여기서 농도가 높은 용액을 이용하여 정렬된 마그네토솜 사

슬 배열일수록 보자력이 급격하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들 중 C1과 C2 시편을 S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그림 

8>에서 두 시편 모두 공통적으로 한 방향으로 정렬된 마그네토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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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의 다발을 형성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농도가 낮은 C1 

시편의 경우,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C2 시편에 비해 더 얇은 사

슬 다발을 형성하였다. 즉 사슬 다발을 구성하는 사슬의 수가 농

도가 높은 시편에 비해 더 적었다. 더불어 전체적인 사슬 다발의 

수도 C1 시편의 경우가 더 적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도가 낮은 

시편에서 인접한 사슬에서 발생하는 빗나간 장 (stray field)의 영

향이 더 작아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농도가 낮은 시편일수록 

사슬 간의 정자기 상호작용의 세기가 더 작아지게 된다. 이를 통

해 <그림 7>에서 각 시편의 자기 이력 곡선을 통해 보여지는 자

화 반전의 경향에서 마그네토솜 사슬 간의 상호작용이 주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그네토솜 사슬 간 상호작용의 세

기가 큰 경우에 자기 이력 곡선이 수축되는 것으로 보아 자화 반

전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사슬 간의 상호작

용에 의해 자화 반전이 촉진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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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 네 가지 농도의 마그네토솜 용액을 이용

하여 제작된 사슬 배열의 배열 방향으로의 자기 이력 

곡선. (b) (a)의 자기 이력 곡선에서 얻어진 농도에 대한 

보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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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 C1 시편의 SEM. (b) C2 시편의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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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a)>와 <그림 9(b)>는 각각 C2, C4 시편을 VSM을 

이용하여 인가 자장과 마그네토솜 사슬 배열의 정렬 방향 간의 각

도 (θ)를 0°~ 90°의 범위에서 측정한 자기 이력 곡선이다. 또

한 이들 자기 이력 곡선으로부터 얻어진 보자력과 잔류 자화는 각

각 <그림 10(a)>와 <그림 10(b)>에 나타내었다. <그림 10(a)>에

서 C2의 보자력은 처음에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 60  ), 어느 임계 각도 이후에  ( 60  )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

는 임계 각도 부근에서 자화 반전 모드가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15. 24]. 같은 그림에서 C4의 각도의 따른 보자력도 나타

내었다. 이 경우에 C2의 보자력은 처음에는 각도에 증가에 따라 

비교적 일정한 값을 나타내다가 ( 60  ), 그 이후에 급격하게 감

소하였다. 즉 C2와 C4 시편이 서로 다른 자화 반전 모드에 의해 

자화 반전이 진행됨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확인된 바와 같이, C2 

시편과 C4 시편에서 마그네토솜 사슬 간의 정자기 상호작용 세기

의 차이가 전체적인 마그네토솜 사슬 배열의 자화 반전 모드의 차

이를 야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b)>에서는 두 시편의 잔류 

자화를 나타내었다. <그림 10(a)>의 보자력의 각도 의존성과는 다

르게, 두 시편 모두 일치하는 잔류 자화의 각도 의존성을 보였다. 

마그네토솜 사슬 배열은 사슬의 정렬 방향으로 강한 자기 이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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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므로 인가되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잔류 자화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자화가 사슬의 정렬 방향으로 정렬되게 된다. 이때 잔류 

자화는 사슬 정렬 방향으로 배열된 자화값을 각 측정 방향 (θ)으

로 사영 (projection)한 값이 되어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15]. 

 

( ) cos
R R

M M                 (Ⅲ.1) 

 

이때 ( 0)R RM M   이다. 따라서 잔류 자화의 각도 의존성은 두 

시편이 같은 경향을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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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 C2 시편의 측정 각도에 따른 자기 이력 

곡선. (b) C4 시편의 측정 각도에 따른 자기 이력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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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 <그림 8>에서 얻어진 C2, C4 시편의 보

자력의 각도 의존성. (b) <그림 8>에서 얻어진 C2, C4 

시편의 잔류 자화의 각도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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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정렬 시 외부 자기장 세기의 영향 

같은 농도의 마그네토솜 용액을 각각 다른 세기의 외부 자기

장 하에서 실리콘 기판 위에 드랍 코팅법을 사용하여 정렬시켰다

[2]. <그림 11(a)>에서 VSM을 이용하여 마그네토솜 사슬의 정렬 

방향과 평행하게 측정한 각 시편의 자기 이력 곡선을 나타내었다. 

<그림 7(a)>와 마찬가지로, 마그네토솜 사슬의 배열 방향으로 강

한 자기 이방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각진 모든 시편이 각진 형태의 

자기 이력 곡선을 나타내었다. 작은 세기의 외부 자기장 하에서 

정렬된 시편일수록 보자력과 잔류 자화가 미세하게 감소하였다. 

즉, 자기 이력 곡선이 미세하게 수축됨을 <그림 11(a)>에서 확인

하였다. <그림 11(b)>에서는 각 시편의 자기 이력 곡선에서 얻어

지는 보자력을 외부 자장의 세기에 따라 나타내었다. 여기서 비슷

한 보자력을 갖는 다른 세 시편과 달리, 1 T 하에서 정렬된 H4 시

편은 비교적 큰 보자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에서 H4, H1 시편을 각각 SEM을 이용하여 측정한 

것을 나타내었다. 두 시편 모두 앞에서와 같이 인가된 자기장의 

방향으로 정렬되었으나, 1T 하에서 정렬된 H4 시편의 경우가 

0.25 T 하에서 정렬된 H1 시편의 경우보다 더 선형적이고 얇은 

사슬 다발을 형성하였다. 이로 인해 H4 시편에서 앞에서의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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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시편에서와 같이 인접한 사슬 간의 상호작용의 세기가 작아

지게 되고, 이는 곧 H4 마그네토솜 배열이 높은 보자력을 나타내

게 하는 원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마그네토솜 배열의 정렬 시 인

가되는 외부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슬 배열의 형태

가 마그네토솜 배열 시편 간의 보자력의 차이를 야기하였고, 이는 

곧 자화 반전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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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 네 가지 세기의 자기장 하에서 제작된 

사슬 배열의 배열 방향으로의 자기 이력 곡선. (b) (a)의 

자기 이력 곡선에서 얻어진 자기장 세기에 대한 보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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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a) H4 시편의 SEM. (b) H1 시편의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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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는 VSM을 통해 측정한 시편 H1과 H4의 마그네토

솜 사슬의 정렬 방향에 대한 자기 이력 곡선의 각도 의존성

( 0 90  )을 나타낸다. <그림 14(a)>와 <그림 14(b)>는 각각의 

자기 이력 곡선에서 얻어진 보자력과 잔류 자화의 각도 의존성을 

나타낸다. <그림 14(a)>에서 H1과 H4의 보자력은 같은 경향을 

띤다. 처음에는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자력도 증가하다가 

( 60  ), 임계 각도에서 최고점에 도달한 후 급격하게 감소한다 

( 60  ). 두 시편의 각도에 따른 보자력의 경향이 일치한다는 것

은 같은 자화 반전 과정을 통해 자화 반전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15. 24]. 앞선 <그림 11>과 <그림 12>에서 두 시편의 

마그네토솜 사슬 간의 상호작용이 다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두 시편이 같은 자화 반전 과정을 보이는 이유는 두 시편의 사

슬 간 상호작용 세기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시편 C2와 

C4 사이의 사슬 정렬 방향에 평행한 보자력의 차이는 %인 반면 

시편 H1과 H4의 경우는 %이다. 즉, H1과 H4 시편에서 정렬 시 

인가된 외부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마그네토솜 사슬 간의 상호작

용의 세기가 다른 배열을 형성하였으나 그 차이가 자화 반전 과정

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주요하지 않았다. <그림 14(b)>에서는 두 

시편의 각도에 따른 잔류 자화를 나타내었다. 잔류 자화는 H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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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시편이 같은 경향을 보이며 감소하였다. 이는 마그네토솜 사슬 

정렬의 사슬 정렬 방향으로의 강한 자기 이방성으로 인하여 잔류 

자화 상태에서 대부분의 자화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음을 의

미한다. 즉, 식(Ⅲ.1)과 같이 측정 방향으로 자화를 사영 

(projection)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잔류 자화 상태는 사

슬 간 상호작용에 크게 영향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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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a) H1 시편의 측정 각도에 따른 자기 이력 

곡선. (b) H4 시편의 측정 각도에 따른 자기 이력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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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a) <그림 12>에서 얻어진 H4, H1 시편의 

보자력의 각도 의존성. (b) <그림 12>에서 얻어진 H4, 

H1 시편의 잔류 자화의 각도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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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소자기 전산모사를 이용한 나노 입자 사슬 배열의 

자화 반전 

3.3.1. 전산모사 조건 

마그네토솜 사슬 간의 정자기 상호작용이 자화 반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FEMME 프로그램을 사용한 미소자기 전산

모사를 수행하였다. 육팔면체 형태의 마그네토솜 나노 입자를 모

델링 하기 위해 GiD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지름이 50 nm인 구

와 같은 부피를 갖도록 육팔면체 각 모서리의 치수를 결정하였다

[21]. 이러한 방법으로 모델링한 육팔면체는 <그림 15(a)>와 같

이 8개의 정육각형과 6개의 정사각형인 면으로 이루어진 14면체

이다. 이때 정육각형 면이 (111) 면, 정사각형 면이 (001) 면을 

나타낸다. 마그네토솜 사슬은 입자의 (111) 면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 즉 사슬의 축이 [111] 방향이 되므로, 육팔면체의 정육각형 

면이 마주보게 배열하여 사슬을 구성하였다. 마그네토솜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지질 이중막에 의해 사슬 간에 3-4 nm의 간격이 

있으므로 육팔면체 간에 3.5 nm의 일정한 간격을 두었으며, 하나

의 사슬을 10개의 마그네토솜으로 구성하였다[3-5, 23]. 사슬 간 

간격을 변수로 둔 경우, 사슬 4개를 하나의 모델로 하여 사슬 간

의 거리를 10 nm, 30 nm, 50 nm로 하였으며 인접 사슬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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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는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 하나의 고립된 사슬을 두었다. 

더불어 사슬의 개수를 변수로 둔 경우, 사슬 간 거리를 30 nm로 

고정하여 각각 1개, 2개, 4개, 6개 사슬로 구성된 4개의 모델을 세

웠다.  

FEMME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물질 상수는 산화철의 알려

진 값을 사용하였다. 포화 자화량 0.61 T, 결정 이방성 상수 K1 

-1.36e+4 J/m3, K2 -1.36e+3 J/m3, 교환 상수 1.3e-11 J/m, 

길버트 감쇠 상수 0.034의 값을 사용하였으며[20], 자기 이력 곡

선을 계산하기 위해 -1 T ~ + 1 T 범위의 자기장을 사슬의 정렬 

방향인 [111] 방향에 대해 0°, 15°, 30°, 45°, 60°, 75°, 90° 의 각

도로 가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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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 육팔면체 (cuboctahedron) 모델. (b) 

(a)의 육팔면체를 이용한 나노 입자 사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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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인접한 사슬 개수의 영향 

마그네토솜 사슬 간의 상호작용이 사슬 배열 전체의 자화 반

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미소 자기 전산 모사를 진행하

였다. 먼저 사슬 간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그림 

16(a)>와 같이 각 모델 내 사슬의 개수를 다르게 하였다 (N=1, 

2, 4, 6). 이때 사슬 간의 간격은 30 nm로 같게 하였으며, 사슬은 

<111> 방향으로 배열되었고 그와 수직한 방향으로 인접 사슬을 

배열하였다. <그림 16(b)>에서 각 모델의 사슬의 배열 방향에 평

행한 방향에 대한 자화 반전을 나타내었다. 이때 사슬의 개수가 

많은 모델일수록 자화 반전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사슬이 한 개인 경우 (single chain)와 다르게 사슬이 

두 개 이상일 때부터 급격하게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6(c)>에서는 각 모델의 자기 이력 곡선에서 자화가 0이 되는 자

기장의 값인 보자력을 사슬의 개수에 따라 나타내었다. <그림 

16(b)>에서 예상된 바와 같이 사슬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자

력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슬이 한 개인 경우에서 큰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접한 사슬의 개수가 많을수록 

자화 반전이 촉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접 사슬에서 발

생하는 빗나간 장 (stray field)이 자화 반전을 위한 외부 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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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작용하게 되는데, 사슬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인접 사슬에 의

한 빗나간 장의 영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접한 

사슬의 개수가 많을수록 빗나간 장에 의한 사슬 간의 정자기 상호

작용이 강해지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화 반전을 촉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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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a) 마그네토솜 사슬의 개수가 다른 모델 

(N=1, 2, 4, 6). (b) 사슬 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의 자

기 이력 곡선. (c) (b)에서 얻어진 사슬 개수에 따른 보

자력. 



46 

 

<그림 17>에는 <그림 16(b)>의 자화 반전 과정 중 특정 자

기장에서 각 모델의 자화 상태 (magnetization state)를 나타내었

다. 먼저 자화 반전의 초기 상태에서 (그림 17(a), -1200 Oe) 사

슬의 개수가 많은 모델에서부터 자화 반전이 먼저 시작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자화 반전은 제일 바깥쪽 사슬의 끝부분에서 시

작되며, 점차 안쪽 사슬로 퍼져나가게 된다. 이후 -2800 Oe의 경

우 (그림 17(b)), 자화 반전이 좀 더 진행됨에 따라 모델 간의 자

화 반전 정도의 차이가 더 커지게 되었다. 사슬이 한 개인 모델에

서는 <그림 17(a)>에 비해 자화 반전이 크게 진행되지 않은 반면, 

사슬의 개수가 가장 많은 6개 모델에서 자화 반전이 비교적 많이 

진행되었다. 자화 반전의 마무리 단계인 <그림 17(c)>에서는 모

든 모델에서 자화 반전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슬의 개수가 더 많은 모델일수록 자화 반전이 빠르게 시작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자화 반전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는 자화 반전 후 사슬에서 발생하는 빗나간 장의 방향이 외

부 자기장에 반대 방향, 즉 자화 반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

하게 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인접 사슬의 개수에 의

해 달라지는 사슬 간의 상호작용이 사슬의 배열 전체의 자화 반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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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각 자기장 세기에서 얻어지는 각 모델의 자

화 상태 (a) -1200 Oe, (b) -2800 Oe, (c) -3800 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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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사슬 간 거리의 영향 

사슬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슬 간의 간

격을 변수로 둔 모델의 자화 반전을 계산하였다 (그림 18). 네 개

의 사슬 간의 거리는 10 nm에서 50 nm 사이로 두었으며, 이때 

10 nm는 마그네토솜을 둘러싸고 있는 지질 이중막 (lipid bilayer)

에 의해 사슬이 분리될 수 있는 최소 거리에 가깝다. 또한 사슬 

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 이상 떨어져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

는 경우의 계산을 위해 고립된 하나의 사슬의 계산도 진행하였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슬 간의 거리의 함수로 사슬의 정렬 

방향인 <111> 방향으로의 자화 반전 곡선을 <그림 18(b)>에 나

타내었다. 사슬 간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자화 반전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그림 18(c)>에는 각 모델의 자화 반전 곡선에서 얻

어지는 보자력을 사슬 간의 거리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사슬 간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사슬 배열의 보자력이 감소하는 정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식(Ⅱ.8)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빗나간 장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이는 곧 사슬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

록 인접 사슬에 미치는 빗나간 장의 영향이 커짐을 의미한다. 따

라서 사슬 배열 내에서 사슬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접 사슬에

서 발생하는 빗나간 장이 자화 반전 시 인가되는 외부 자장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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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용하게 되어 자화 반전이 빠르게 진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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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a) 마그네토솜 사슬 간 거리가 다른 모델 

(isolated, d=50, 30, 10 nm). (b) 사슬 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의 자기 이력 곡선. (c) (b)에서 얻어진 사슬 간 

거리에 따른 보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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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에서 사슬 간 거리가 다른 사슬 모델에서 사슬 정

렬 방향으로의 자화 반전 과정의 자화 상태를 나타내었다. 자화 

반전 초기에서부터 (그림 19(a)) 모델 간 자화 반전의 차이가 명

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사슬 간 거리가 10 nm인 모델에서 

자화 반전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2600 Oe 

인 경우에, 모델 간의 자화 반전 정도의 차이가 이전보다 더 커졌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립된 사슬 모델의 경우는 이전과 비교하

여 자화 반전이 크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와 반대로 10 nm 모

델의 경우 자화 반전이 상당히 진행되었다. 이 두 그림에서 사슬 

배열에서 자화 반전이 사슬의 끝에서부터 진행되며, 사슬 간 거리

가 가까울수록 자화 반전이 먼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9(c)

에서는 자화 반전이 완료되어가는 상황에서 각 모델의 자화 상태

를 나타내었다. 앞서 사슬 간 거리가 가까운 모델에서 자화 반전

이 먼저 진행된 것과 다르게, 각 모델에서 자화 반전이 진행된 정

도가 비슷하다. 이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사슬에서 발생하는 

빗나간 장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슬 간 거리가 가까워짐

에 따라 인접 사슬에서 발생하는 빗나간 장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 자화 반전 초기에는 이 빗나간 장이 외부 자장과 같은 방

향으로 작용하게 되어 자화 반전을 촉진한다. 그러나 자화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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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반전된 후에는 사슬에서 발생하는 빗나간 장의 방향도 바뀌게 

되어 빗나간 장이 자화 반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사슬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림 19>에서  사슬 간 거리가 10 nm인 모델에서 자화 반전이 가

장 먼저 시작되었다가 천천히 마무리되는 경향이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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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각 자기장 세기에서 얻어지는 각 모델의 자

화 상태 (a) -1400 Oe, (b) -2600 Oe, (c) -4000 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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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자화 반전의 각도 의존성 

앞에서의 계산 결과에서 인접 사슬의 개수와 사슬 간의 거리

가 배열 내 사슬 간의 정자기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

다. 이에 따라 사슬 간 정자기 상호작용이 사슬 배열의 자화 반전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그림 20(a)>와 같이 

4개 사슬 간의 거리가 50 nm인 모델과 6개 사슬 간의 거리가 10 

nm인 모델의 자화 반전 곡선을 계산하였다. 자화 반전은 사슬의 

배열 방향에 대한 외부 자기장의 각도 θ를 0° ~ 90°의 범위에서 

계산하였다. 여기서 얻어지는 보자력과 잔류 자화를 각도 θ의 함

수로 각각 <그림 20(b)>와 <그림 20(c)>에 나타내었다. <그림 

20(b)>에서 배열 내 인접 사슬에 의한 영향이 더 지배적인 6개 

사슬에서 전반적으로 더 작은 보자력 가짐을 확인하였다. 4개 사슬

에서는 30°까지 보자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

소하는 경향이 완만해졌으며 6개 사슬의 경우에는 15°까지 보자

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그

러나 사슬 정렬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을 가한 경우에 

(θ = 90°) 보자력이 갑자기 증가하여 4개 사슬의 보자력보다 큰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그림 20(c)>에서 두 모델의 잔류 자화는 

각도 θ가 증가함에 따라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감소하였으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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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 모델에서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 사슬 정렬 방향에 수직인 경

우에 (θ = 90°) 잔류 자화가 갑자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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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a) 사슬 간 상호작용의 세기가 다른 두 모

델 (4chains_50nm, 6chains_10nm). (b) (a)에 제시된 

두 모델의 사슬 방향에 대한 보자력의 각도 의존성. (c) 

(a)에 제시된 두 모델의 사슬 방향에 대한 잔류 자화의 

각도 의존성. 



57 

 

<그림 20(a)>의 두 모델에서 θ = 0°, 45°, 90°일 때 자화 

반전 초기의 자화 상태를 <그림 20>에 나타내었다. <그림 20(b)>

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사슬 정렬 방향과 외부 자기장의 각도가 

작을수록 자화 반전이 나중에 시작됨을 알 수 있다. 먼저 <그림 

21(a)>의 θ = 0°인 경우를 보면, 사슬 간 상호작용이 더 지배적

인 모델 (6 chains_10 nm)에서 자화 반전이 더 먼저 시작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접 사슬에서 발생하는 빗나간 장이 

자화 반전 시 인가되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

문이다. <그림 20(b)>의 θ = 45°인 경우에는 <그림 21(a)>의 경

우보다 더 작은 자기장에서 자화 반전이 시작된다. 이는 처음에 

강한 외부 자기장에 의해 사슬 방향에 대해 45°로 정렬되어있던 

자화가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작아짐에 따라 강한 자기 이방성을 

나타내는 사슬의 정렬 방향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사슬 배열의 자화 용이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방성 자

장 (anisotropy field)이 45° 방향의 외부 자기장보다 주요하게 작

용하여 자화가 자화 용이축으로 배열되게 된다. 이후에 반대 방향

으로의 외부 자장의 세기가 강해지게 되면, 자화가 외부 자장의 

방향으로 정렬되며 자화 반전이 완료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인

접 사슬에서 발생하는 빗나간 장이 자화 반전에 비교적 미미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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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게 되어 두 모델의 자화 반전이 비슷하게 시작됨을 <그림 

20(b)>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c)>에는 θ = 90°인 경우

를 나타내었다. <그림 20(b)>에서 예상되듯이 배열 내 사슬 간의 

상호작용이 더 강한 모델 (6 chains_10 nm)에서 자화 반전이 더

디게 시작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에서 각 경우의 잔류 자화 상태를 나타내었다. 잔류 

자화 상태, 즉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0 Oe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자화는 자화 용이축 방향인 사슬의 정렬 방향을 향해 있다 (그림 

22(a), (b)). 이는 앞의 식(Ⅲ.1)에 상응하는 결과로, 잔류 자화는 

마그네토솜 사슬 배열의 자기 이방성에 의해 자화 용이축으로 배

열된 자화를 측정 방향으로 사영 (projection)한 값이 되어 <그림 

20(c)>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그림 22(c)>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사슬 배열에 수직 방향으로의 자화 반전에서는 (θ = 90°) 

잔류 자화 상태가 다른 경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4개 사슬 모

델에서 (4 chains_50 nm) 외부 자기장의 값이 0 Oe이 되었을 때, 

각 사슬의 자화는 대부분 사슬의 배열 방향에 평행하게 정렬되었

으나 그 방향이 서로 반대되게 정렬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22(c)). 이는 사슬에서 발생하는 빗나간 장의 영향으로, 결과적으

로 사슬 배열의 정자기 에너지를 낮추기 위함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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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6개 사슬 모델에서는 (그림 22(c), 6 chains_10 nm) 잔류 

자화 상태에서 사슬 배열에 수직한 방향으로 정렬된 자화가 존재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θ = 90°일 때의 자화 반전에서 

높은 보자력과 잔류 자화를 가짐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

명한 바와 같이 사슬 간 거리가 10 nm로 가까워짐에 따라 사슬 

배열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도 형상 이방성 (shape anisotropy)

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잔류 자화 상태에서 모든 자화가 

강한 자기 이방성을 보이는 사슬의 배열 방향으로 정렬되지 않고 

일부는 수직한 방향의 자화를 갖게 되어 그 방향으로 큰 잔류 자

화를 나타내게 된다. 더불어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반전되기 위해 

더 센 자기장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높은 보자력을 갖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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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a) 사슬 정렬 방향에 평행한 방향 (0 deg)

으로의 자화 반전 초기 상태(-1000 Oe). (b) 사슬 정

렬 방향에 45도 방향으로의 자화 반전 초기 상태(600 

Oe). (c) 사슬 방향에 수직한 방향 (90 deg)으로의 자

화 반전 초기 상태(1000 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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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다양한 사슬 정렬 방향에 대한 자화 반전에

서 잔류 자화 상태 (0 Oe). (a) 0 deg, (b) 45 deg, (c) 

90 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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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이 연구에서는 주자성 박테리아 (magnetotactic bacteria)에

서 추출한 산화철 나노 입자 일차원 사슬의 배열에서 자화 반전 

과정을 실험과 미소 자기 전산 모사 (micromagnetic simulation)

를 통해 살펴보았다. 산화철 나노 입자 사슬 간의 정자기 상호작

용이 배열 (array) 전체의 자화 반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슬 간 상호작용의 세기가 다른 산화철 나노 입자 사슬의 

배열을 제작하여 이들의 자화 반전 과정을 비교하였다. 더불어 

FEMME (finite element micromagnetics)를 이용하여 사슬 간 상

호작용의 세기가 다른 모델의 자화 반전을 계산하였다.  

실험 결과로부터 사슬 간 정자기 상호작용이 강한 배열일수록 

자화 반전이 촉진되며, 더 낮은 보자력 (coercivity)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보자력의 각도 의존성 (angular dependence 

of cercivity)을 측정하여 사슬 간 정자기 상호작용에 의해 배열의 

자화 반전 모드 (magnetization reversal mode)가 변화함을 확인

하였다. 또한 전산 모사를 통해 배열 내 사슬 간의 정자기 상호작

용이 배열의 자화 반전을 시작을 촉진시킴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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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화 반전 중 자화 상태를 시각화 (visualization)함으로써 나

노 입자 사슬 배열의 자화 반전 거동에 대해 이해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주자성 박테리아에서 추출한 산화

철 나노 입자 사슬의 자기적 성질과 이들 간의 정자기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하였다. 이는 자성 일차원 물질 배열 (magnetic one-

dimensional material arrays)의 구성요소로써 자성 나노 입자 사

슬의 응용 가능성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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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gnetization reversal process in 

arrays of one-dimensional chains of 

iron-oxide nanoparticles extracted 

from magnetotactic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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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nanoparticle chain arrays have been studied to be 

utilized as components of devices. The analysis of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nanoparticle chains that constitute 

these arrays should be performed to understand the overall 



 

magnetic properties of the arrays. In this study, therefore, we 

fabricated the arrays made of magnetic nanoparticles extracted 

from magnetotactic bacteria. Subsequently, hysteresis loops 

were measured using VSM (vibrating sample magnetometer) 

and then analyz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interaction between chains on the magnetization reversal 

process of the arrays. Furthermore, based on these, we 

performed micromagnetic simulations of the models with 

varying strengths of interaction between nanoparticle chains. 

The effects of the interaction between nanoparticle chains were 

investigated through the calculation of hysteresis loops of each 

model and the analysis of the magnetization reversal process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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