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문] 한국재료학회지 http://dx.doi.org/10.3740/MRSK.2012.22.7.362
Kor. J. Mater. Res.
Vol. 22, No. 7 (2012)

362

하이퍼써미아 응용을 위한 하이브리드 에어로젤 내

분산된 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

이은희*,**·좌용호**·김창열*†

*한국세라믹기술원 나노IT융합센터, **한양대학교 융합화학공학과

Magnetite Nanoparticles Dispersed in Hybrid Aerogel for

Hyperthermia Application

Eun-Hee Lee*,**, Yong-Ho Choa** and Chang-Yeoul Kim*†

*Nano-IT Convergence Center, Korea Institute of Ceramic Engineering & Technology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2012년 6월 1일 접수 : 2012년 6월 29일 최종수정 : 2012년 7월 2일 채택)

Abstract Magnetite nanoparticles(NPs) have been the subject of much interest by researchers owing to their potential use as

magnetic carriers in drug targeting and as a tumor treatment in cases of hyperthermia. However, magnetite nanoparticles with

10 nm in diameter easily aggregate and thus create large secondary particles. To disperse magnetite nanoparticles, this study

proposes the infiltration of magnetite nanoparticles into hybrid silica aerogels. The feasible dispersion of magnetite is necessary

to target tumor cells and to treat hyperthermia. Magnetite NPs have been synthesized by coprecipitation, hydrothermal and

thermal decomposition methods. In particular, monodisperse magnetite NPs are known to be produced by the thermal

decomposition of iron oleate. In this study, we thermally decomposed iron acetylacetonate in the presence of oleic acid,

oleylamine and 1,2 hexadecanediol. We also attempted to disperse magnetite NPs within a mesoporous aerogels.

Methyltriethoxysilicate(MTEOS)-based hybrid silica aerogels were synthesized by a supercritical drying method. To incorporate

the magnetite nanoparticles into the hybrid aerogels, we devised two methods: adding the synthesized aerogel into a magnetite

precursor solution followed by nucleation and crystal growth within the pores of the aerogels, and the infiltration of magnetite

nanoparticles synthesized beforehand into aerogel matrices by immersing the aerogels in a magnetite nanoparticle colloid

solution. An analysis using a vibrating sample magnetometer showed that approximately 20% of the magnetite nanoparticles

were well dispersed in the aerogels. The composite samples showed that heating under an inductive magnetic field to a

temperature of 45
oC i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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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온열치료법(hyperthermia therapy)은 암세포가 정상세포

에 비해 열(heat)에 매우 민감하고 약하다는 특성을 이

용하는 것으로써, 암세포의 주변 온도를 41~45oC로 가

열하여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의료기술이다. 온

열치료법의 실현을 위해서는 생체 내 발열기술의 개발

이 요구되는데, 최근에는 자성나노입자를 이용한 자체발

열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자성나

노입자에 의한 온열 암치료에서는 주파수 및 솔레노이

드코일에 의해 발생하는 유도자기장을 흡수하여 발열하

는 자성나노입자의 특성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

이다.1) 자성 나노입자는 다른 나노입자에 비해 화학적 안

정성이 우수하며, 바이오프로브(bioprobe)로 사용될 때, 반

복 측정이 가능하고, 자기장에 의해 위치 조작이 가능하

여 온열치료 뿐만 아니라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약물전달(drug delivery) 등과 같은 바이

오 응용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고기록밀도 정보저장매

체(data storage), 자성유체(ferrofluid), 촉매(catalyst) 등

광범위한 응용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2-6)

이러한 응용을 위해서는 자성나노입자의 크기가 균일한

단분산입자(monodisperse nanoparticle)의 합성이 요구되

지만 응집 현상과 함께 합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7-11)

서울대의 현택환 교수팀12)에서는 아이언 올레이트(Iron

oleate)를 합성하고 200oC 에서 균일한 핵을 형성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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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oC에서 결정을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균일한 크기의 마

그네타이트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또

한, Xie 등13)은 아이언 아세틸아세토네이트를 1,2-헥사디

칸디올과 올레인산, 올레일 아민 그리고 벤질 에테르의

용매에서 열분해방법으로 6-15 nm크기의 단분산 마그네

타이트를 합성하고 표면을 개질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논문을 참조로 하여 6 nm의 단

분산 마그네타이트 입자를 합성하였으며, 나노입자 합성

시 응집되는 현상을 메조포러스한 에어로젤 매트릭스 내

에 형성하여 해결하였고, 이를 하이퍼써미아 특성을 유

도자기장 하에서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재료

본 연구의 합성을 위해 아이언 아세틸아세토네이트

{Iron(III) acetylacetonnate [Fe(acac)3]}, 벤질에테르(benzyl

ether 99%). 1,2-헥사데칸디올(1,2-hexadecanediol 90%),

올레인산(oleic acid 90%) 그리고 올레인아민(oleylamine

> 70%)을 Aldrich Chemical사에서 구매하였으며, 1,2-

Distearoyl-sn-glycero-3-phospho-ethanolamine-N-[biotinyl

(polyethylene glycol)2000], DSPE-PEG(2000) Biotin은

Avanti Polar Lipids사의 것을 사용하였다.13)

2.2 실험방법

2.2.1 마그네타이트 합성

250 ml 3구 플라스크에 2 mmol의 아이언 아세틸아세

토네이트{iron(III) acetylacetonate(Fe(acac)3)}, 10 mmol의

1,2-헥사데칸디올(hexadecanediol), 6 mmol의 올레인산(oleic

acid) 와 올레인아민(oleylamine)을 20 ml의 벤질에테르에

마그네틱 바를 이용해 충분히 녹인 뒤 200oC에서 2시

간 가열하고, 300oC 에 1시간 리플럭스(reflux) 한다. 이

실험과정은 질소분위기에서 진행하였다. 균일한 크기의 입

자성장을 위해 온도를 일정하게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 후 실온까지 냉각한 후 40 ml의 에탄올에 재 분

산 하였다. 여기서 남아있는 올레인산과 올레인아민을 에

탄올과 헥산으로 원심분리기(20,000rpm, 5min)를 이용하

여 세척하여 검정색 생성물질을 얻었다. 

2.2.2 하이브리드 에어로젤 합성

1M의 MTEOS(methyltriethoxysilane 90%, Aldrich)에

2차증류수, 0.5M의 HCl을 1 ml를 첨가한 후 메탄올용매

에 넣어 가수분해를 시켰다. MTEOS의 젤 상태를 만들

기 위해 10M의 NH4OH(ammonium hydroxide)로 pH10

이 되게 하였다.14) 65oC에서 약 24시간 후 젤 상태가 되

고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메탄올에 넣고 50 oC에서 다시

24시간 건조시킨다. 에어로젤을 만들기 위해 CO2 용매로

오토클레이브에서 용매를 치환한 후 40oC에서 9.5MPa압

력으로 6시간 유지한 후, 압력을 서서히 떨어뜨린 후 냉

각하여 초임계 건조를 하였다. 

2.2.3 하이브리드 에어로젤 내 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

분산 

하이브리드 에어로젤 내부에 마그네타이트를 분산시키

기 위해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합성을 하였다.14) 앞에서 말한 마그네타이트 합성과 같

은 방법으로 마그네타이트 전구체(precursor)를 충분히 용

해한 후 200oC에서 2시간 가열하고, 합성한 에어로젤을

투입하여 300oC 에서 1시간 리플럭스(reflux)하였다. 이

방법으로 만들어진 샘플은 FMBR20(method A)이며, 실

험과정은 질소분위기에서 진행하였다. 그 후 냉각한 후

실온에서 40 ml의 에탄올에 재 분산 하였다. 에어로젤 내

에 마그네타이트 입자가 분산된 검정색 생성물을 에탄

올로 필터링하여 세척하였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oC에서 2시간 가열하고 300oC에서 1

시간 리플럭스(reflux)하여 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를 먼저

합성 한 후에 하이브리드 에어로젤을 투입하였다. 이 때

만들어진 샘플은 FMAR20(Method B)이며, 실온으로 냉

각한 후 40 ml의 에탄올로 재 분산하였다. 여기서 얻은

에어로젤 속에서 마그네타이트 입자가 형성된 검정색 생

성물을 에탄올로 필터링하여 세척한 후 건조하였다. 

2.2.4 하이브리드 에어로젤과 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의

특성

X-선회절(XRD, Rigaku 2311-B)을 통해 마그네타이트

Fig. 1. Concepts of different methods to impregnate magnetite NPs

into hybrid aerogels. Infiltration of magnetite precursor solution

and formation of magnetite nanocrystals(FMBR) (a) and infiltration

of previously produced nanocrystals into aerogels(FMA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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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입자, FMBR20과 FMAR20의 결정구조를 100 kV와

150 mA, 스캔속도는 5omin−1, 스캔각도는 Cu Ka irradia-

tion 10에서 90도까지의 조건으로 관찰하였다. 결정형태

는 투과전자현미경(TEM; JEM 4010, 400 kV, point-to-

point resolution 0.15 nm, JEOL Co., Ltd.)을 이용하였고,

푸리에변환 적외선분광분석(FT-IR)은 JASCO사의 적외선

분광기를 통해서 열처리 전, 후 나노입자, MTEOS 에

어로젤, FMBR20 그리고 FMAR20 샘플을 측정하였다.

마그네타이트를 합성한 후 세 번 세척하여도 올레인산은

남아있어 XRD와 열처리 후 마그네타이트를 FT-IR 분석

을 위해 450oC에서 2시간 동안 질소분위기에서 열처리

를 하였다. 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 FMBR20과 FMAR20

의 자화(M)-자기장(H)의 자성특성은 진동샘플자화계(VSM,

VSM-5-10, TOEI IN. Co., Japan )로 관찰하였다. 마그

네타이트 나노입자, FMBR20과 FMAR20의 하이퍼써미

아 특성은 자기유도가열장비(Magnetic Induction Heating

Equipment, PSTEK, Co. Korea)를 이용하여, 266 kHz 주

파수에서 전류 20A에서 80A까지 전류를 변화시키면서

유도자기장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조건에서 2번 감긴 코

일 중앙에 샘플을 놓아 자기장을 걸어 광파이브 적외선

온도계(Luxtron m3300 Biomedical Lab Kit Fluoroptic®

Thermometer )를 이용하여 온도변화를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에어로젤 속에 분산한 마그네타이트

MTEOS를 이용해 만든 하이브리드에어로젤, FMBR20,

FMAR20 샘플을 Fig. 2에 나타내었다. 흰색의 샘플에 마

그네타이트를 분산시킨 FMBR20과 FMAR20은 검은색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자형태와 사이즈를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30 ml의 용매를 사용하였을 때 각진 형태의 큐빅모

양의 입자가 형성된 것과는14) 달리 둥근 형태의 입자가

생성되었으며 크기는 6 nm인 균일한 입자들이 관찰되었

다. 마그네타이트 결정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XRD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마그네타이트 결정구조인(220), (311),

(400), (422), (511), (440)의 6개의 회절피크가 나타났다

(Fig. 4). 열처리 전 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 열처리 후

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 MTEOS 에어로젤, FMBR20과

FMAR20의 적외선분광스펙트럼을 관찰하였다(Fig. 5). 열

처리 전과 후의 나노입자는 3434와 1623 cm−1에서 각각

OH 스트레칭(stretching)과 벤딩(bending) 모드가 보인다.

열처리 전 나노입자는 2929와 2960 cm−1 에서 CH3 진동

모드가 나타났다. 이것은 합성 후 올레인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세척을 하거나 열처리

를 통하여 제거할 수 있다.

MTEOS의 에어로젤에서는 780 cm−1 부근에서 비대칭

Si-O-Si 스트레칭 또는 링구조의 LO와 TO밴드가 나타

난다. 440 cm−1에서 Si-O-Si 밴딩모드와 962 cm−1 는 Si-

OH mode로 흡착 피크였다.15) 780, 854, and 1286 cm−1

에서 Si-CH3 와 Si-C mode가 나타났다. MTEOS 에어로

젤은 OH의 진동모드가 없었고 FMBR, FMAR과 Fe3O4/

MTEOS 하이브리드 에어로젤을 합성 할 때, 770, 840

그리고 1275 cm−1에서 Si-C 결합모드가 나타났다. 이는

Fig. 2. Photographs of MTEOS aerogel (a), aerogel side (b) FMBR (c), FMAR composites samples (d) and FMBR composite powders

attracted to magne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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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젤 내에 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가 분산되어 있다

는 것을 확인했다. 

3.2 마그네타이트 특성과 하이퍼써미아 영향

20 nm이하의 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는 초상자성체(super-

paramagnetic)로 알려지고 있는데, 외부자장의 힘에 대해

강자성체와 같이 자화율이 증가하지만 보자력은 거의 0

에 가까운 입자이다. 자화율은 VSM을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Fig. 6은 M-H 변화곡선을 나타내며, 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 FMBR20과 FMAR20의 각각의 자화곡선을 나

타낸다. 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는 58 emu/g 이었으나

Fig. 3. TEM images of as-prepared magnetite NPs (a), and magnified images of magnetite NPs (b) MTEOS-based hybrid aerogels, FMBR

(c) and FMAR composites (d).

Fig. 4. XRD patterns of magnetite NPs, FMBR20 and FMAR20

composite samples.
Fig. 5. FT-IR spectra of as-prepared magnetite NPs, magnetite NPs,

MTEOS-based hybrid aerogel, FMBR and FMAR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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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BR20과 FMAR20 각각 13 emu/g, 10 emu/g으로 나

타났다(Table 1). 각각의 샘플은 초상자성 특성을 나타내

는데, 자화율이 에어로젤에 분산시키는 것에 의하여 낮

아지는 이유는 에어로젤 내부에 분산된 마그네타이트 함

량과 관계된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서, FMBR20은

F20에 비해 마그네타이트 함량이 23%, 그리고 FMAR

은 약 18%정도 포함된 것으로 계산된다. 

하이퍼써미아 특성을 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 FMBR20

과 FMAR20을 266 kHz의 주파수, 50 mm 내부직경 그

리고 2번 감은 솔레노이드 코일(Fig. 7)에 다양한 전류

변화를 주며 측정하였다. AC 자기장은 다음과 같은 식

으로 계산된다.

(1)

여기서 H는 외르스텟 [1Oe = (1000/4π)(A/m)]으로 자

기장의 세기를 나타내고, N은 코일 감은 수, h 코일 길

H
NI

h
------=

Fig. 6. M-H characteristics of magnetite NPs, FMBR and FMAR

composite samples.

Table 1. Saturation magnetization properties of magnetite NPs,

FMBR20, and FMAR 20 nanocomposites.

Ms(emu/g) Magnetite Content(wt%)

F20 58.05 100%

FMBR 20 13.50 23%

FMAR 20 10.30 17.7%

Fig. 7. Photographs of Solenoid coil for hyperthermia measurement.

Fig. 8. Hyperthermia properties of FM NPs (a), FMBR20 (b) and

FMAR2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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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리고 I 전류를 나타낸다. 측정할 샘플 파우더를 비

알 병에 넣고 솔레노이드 코일 중앙에 놓은 후 실내온

도 조건에서 외부 자기장을 172에서 689 Oe로 변화시켜

측정하였다.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차이는 마

그네타이트 나노입자는 172 Oe에서 2oC, 302 Oe에서 8oC,

431 Oe에서 15oC, 560 Oe에서 30oC, 그리고 689 Oe에서

45oC로 온도가 증가했다.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42-45oC

범위의 온도를 생각했을 때, 하이퍼써미아 치료는 431 Oe

보다 더 높은 자기장을 인가하는 것이 40~45oC의 범위

에서 가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열분해법을 이용하여 6 nm 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를 합

성하였으며, 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를 메조포러스한 에어

로젤 내부에 분산시키기 위하여 (1) 마그네타이트 프리

커서 용액에 에어로젤을 넣은 후 에어로젤의 기공 내부

에서 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가 형성되도록 하는 방법

(FMBR)과 (2) 메조다공성 에어로젤 내부에 이미 형성된

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가 침투하여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을 이용하였다(FMAR). 에어로젤 내부에 분산된 마그네타

이트의 양은 FMBR20, FMAR20에서 각각 23%, 17.7%

이었으며, 자화값은 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의 경우 58 emu/

g, FMBR 20은 23 emu/g, FMAR은 18 emu/g의 값을 나

타내었다. 이 때 FMBR 샘플은 외부자기장을 인가할 경

우 10분이 경과한 후 온도가 45oC까지 발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를 두

가지 다른 방법에 의하여 다공성 에어로젤 내부에 분산

시키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이를 하이퍼써미아 치료에 응

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향후에는 나노기공 내부에 약물

을 탑재하고 원하는 부위에 항암제를 전달하는 것이 동

시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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