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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온성 고분자-금속 복합체 (IPMC)는 작고 가벼우며, 수 볼트 

이하의 낮은 전기적 신호에 의해 우수한 기계적 굽힘 변형 및 빠른 

응답속도를 보이는 전기활성 재료로써, 인공 근육 및 생체 의료용 기기 

등의 분야에서 생체 모방형 구동체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IPMC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구동력, 낮은 동작 

안정성 및 내구성, 정전압 인가시 발생하는 back-straightening 현상과 

구동시 발생하는 수분 증발에 의해서 실제 구동 소재로 응용하는데 제약이 

있어왔다. 또한 실제 구동 소재로 응용하기 위해서는 큰 힘을 발생할 수 

있는 IPMC를 제조 해야 하는데 두꺼운 IPMC의 제조시 힘은 증가하지만 

변위와 응답 속도는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또한 큰 힘을 

내기 위해서는 인가되는 전압을 크게 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용액의 

전기 분해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열압착법을 이용하여 삼차원 스케일 나피온을 제조하고, IPMC의 

굽힘 강성, 구동력, 및 구동 속도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환원 과정시 

알코올과 같은 보조 용매를 도입하고, 무전해 도금의 환원 횟수를 

제어하여 구동 성능에 대한 전극 특성의 효과에 대해 파악 할 수 있었다. 

다양한 알코올의 종류에 따라서 생성되는 전극의 두께, 전극의 함량 및 

계면전극의 형태등을 파악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전극의 요인들이 

구동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였다. 또한 성능이 향상된 

IPMC의 기계적 성질, 전기적 성질, 및 전기화학적 성질등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나피온을 물과 다양한 알코올과 섞인 혼합 용액에 함침 시켰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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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윤되는 성질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다른 멤브레인과 다르게 나피온 

멤브레인은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나피온과 혼합 용액과의 거동을 

기계적, 전기적, 및 분광학적으로 관찰함으로 IPMC 제조시 전극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구동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 분해에 의해 구동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온성 액체 및 유기 용매를 

도입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기존 구동체에 비해 구동 변위와 구동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보았다. 또한 공기 중 연속 구동에도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IPMC 구동체를 구성하는 전극, 멤브레인과 

전극 사이의 계면 층 및 내부 용매들이 전기적-화학적-기계적 특성들에 

상호 보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전기활성 고분자, 이온성 고분자-금속 복합체, 구동체, 유기 용매, 

이온성 액체, 수용성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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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1-1. 전기 활성 고분자 (EAP) 

 

인공 근육(artificial muscle)은 인공적인 합성 재료를 이용하여 

인간의 근육을 모방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계적 동작을 하는 소자를 

통칭하여 부르는 용어이다. 로봇은 인간이나 다른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근육 자체와는 작동 방식이 다르다. 로봇은 모터의 회전력이나 압축공기의 

압축/팽창력을 이용하여 동력을 여러 가지 부품에 전달하고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인간의 근육이 매우 섬세하고 정밀한 다양한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로봇의 움직임이 단순한 회전과 수축/팽창을 

다양한 기어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더욱더 정교하고 인간과 유사한 로봇을 제작하기 위하여 생체 근육을 

모방한 다양한 인공 근육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전기활성 고분자는 구동 방식에 따라 전자 전기활성 고분자 

(electronic electroacive polymer)와 이온 전기활성 고분자 (ionic 

electroactive polymer)로 구분 할 수 있다. 전자 전기활성 고분자는 

전기장 내에서 구동하며, 반응 속도가 빠르고 생성되는 구동력이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구동을 위해 매우 높은 전압을 인가 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강유전성 고분자 (ferroelectric Polymer), 유전 

전기활성 고분자 (dielectric electroactive polymer), 전기 변형 그라프트 

탄성체 (electroactive graft elastomer)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이온 전기활성 고분자는 이온의 이동과 확산에 의해 구동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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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상기의 전자 전기활성 고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변위와 낮은 구

동 전압면에서 유리하지만, 구동력이 작다는 단점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이온 고분자 젤 (ionic polymer gel), 전도성 고분자 (conductive polymer), 

이온 고분자-금속 복합체 (ionic polymer-metal composite, IPMC) 등이 

있다[1]. IPMC는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EAP로서 낮은 전기장이 인가되

었을 때에 큰 굽힘 변형을 내며 현재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기본 폴리머 

나피온에 금속성 전극이 입혀진 perfluorinated IPMC이다. 미국 JPL과 뉴

멕시코 대학에서는 화성 탐사선의 시료 채취용 그리퍼, 와이퍼 등을 IPMC

를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일본 ONRI에서는 능동 카테터을 개발하였다. 

IPMC는 내구성이 좋고 수분 속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센서로서의 역할도 

하므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1992년 Oguro 등은 상업화 된 이온 교환

막 (Ion-exchange membrane)인 Nafion 필름의 양 면에 백금 전극을 형

성하여 제조한 IPMC에 전압을 가하면 굽힘구동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최

초로 보고했으며, 이 후 작은 구동 전압으로 큰 변위를 낼 수 있고, 그 중

량이 작다는 점에서 소형 구동체 및 인공 근육으로의 응용 가능성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2]. 전도성 고분자는 지능 재료 시스템에 요구되는 성

질들을 갖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능성 재료로서 각광 받고 있다. 전도성 폴

리머에는 polypyrrole, polyaniline, polythiophene등 세 종류가 주로 지능

재료로 이용되고 있다.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3층 구조의 작동기는 호주 

Wollongong 대학, 스페인, 미국의 MIT, JPL등 여러 곳에서 성공적으로 만

들었으며, 스웨덴 Linkopings 대학에서는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팔꿈

치, 팔목 및 2~4 개의 손가락을 가진 로봇 팔을 만들었다. Single-walled 

carbon nanotube (SWCNT)를 이용한 작동기는 자연 근육보다 높은 응력

을 생성하며, 높은 탄성계수를 갖는 강유전체보다 높은 변형을 발생시킨다. 

자연근육과 같이 거시적인 SWCNT작동기는 수십억 개의 개별 나노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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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가 조합된 형태로서 작동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이온교환이 불필요

한 작동기구를 가지므로 긴수명을 유지 할 수 있다. 종이를 이용한 작동기

를 인하대학에서 세계 최초롤 연구하였다. 종이는 셀룰로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섬유질과 흡진제 그리고 화학적 첨가제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전기장

에 의해 변위가 발생하는 electroactive paper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1-2. 이온 고분자 금속 복합체 (IPMC) 

 

IPMC에 관한 연구는 응용 및 적용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진

행되었다. 여러 개의 움직이는 부품들의 조합이 필요하지 않고 저전압에서 

큰 변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구동력이나 고주파 구동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서 정밀하게 위치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로 고려되어 온 것

이다. Shahinpoor 등은 기초적인 형태로 IPMC들을 조합한 형태의 기계식 

그리퍼 (mechanical gripper), 플립형의 공진 날개 및 계량식 밸브 

(metering valves)[3]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심장 압축기, 마이크로 연

동 펌프 (peristaltic pump), 인공 관절 등 인체 근육을 강화하거나 생체 

근육을 단순 모방하려는 간단한 형태의 적용 시도들도 보고했다[4]. 또한 

Bar-Cohen 등은 우주 항공 관련 분야에서 기기의 구동부가 간단하여 유

지 보수가 어려운 환경에 적합한 IPMC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4]. 더 나아가 MEMS/NEMS (micro (nano)-electro-mechanical 

systems)에서의 제작 부품으로 적용하기 위한 소형화 IPMC 모듈의 제작 

연구들도 진행되어, 자동초점 마이크로 카메라 모듈[5], 초소형 비행체의 

조종면[6], 정밀 제어가 가능한 내강 진단기기[7] 및 마이크로 외과 시술 

기기[8]등이 설계,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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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MC의 용도 개발과 함께 구동 성능 향상을 위한 구동 모델 및 

제조에 관한 연구 역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연구 주제로서 집중적으로 

연구 되어왔다. Shahinpoor 등은 IPMC 구동에 관한 전기화학적 모델을 

제안하였고[9], Nemat-Nasser 등은 이온 교환막 내의 물과 이온의 이동 

특성이 IPMC의 초기 구동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10]. Kim

과 Shahinpoor 등은 IPMC 전극의 표면 저항이 IPMC의 구동에 영향을 준

다는 것을 발견하고, 백금으로 제조된 IPMC 표면에 금을 추가로 도포하여 

표면저항이 감소된 IPMC를 제조 하였다[11]. 또한 용액상태의 Nafion을 

사용하여 주조 방법으로 만들어진 이온 교환막을 이용해 두께가 증가된 

IPMC의 제조도 시도되었다[12]. 

 

1-2-1. IPMC의 구성 및 제조 방법 

 

IPMC는 이온 교환막과 이의 양쪽 표면을 덮고 있는 금속 전극으

로 구성 된다. 제조 기술에 따라서, 이러한 층들의 수, 두께, 및 발생은 달

라진다. 금속 전극은 가장 바깥쪽 층을 형성하고, 다음으로는 계면층이 있

다. 계면층은 금속 입자들이 고분자 매트릭스 내부에서 잘 분산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 계면층이 내부쪽으로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고분자 층으로 

바뀌게 된다. 각각의 층들은 IPMC내에서 전체적인 mechanoelectric과 

electromechanical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다공성 전극으로 이루어진 전극 

층 [13,14], 계면 층 [15,16], 고분자 층[17,18]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각각의 층들의 역할과 IPMC의 전체적인 거

동사이에서의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IPMC의 전체적인 거동을 잘 이

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층들과 연관이 있는 전기적,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들을 이해하는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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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이온 전도도와 이온의 선택성이 좋기 때문에, IPMC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온 교환 멤브레인이 고분자 층으로 사용된다. 이온 

교환 멤브레인은 선택된 이온들이 이동하는 길로써 작용한다. IPMC는 

아이오노머, 상대이온 및 멤브레인의 수화된 상태에 의존한다. 두개의 

아이오노머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DuPont에 의한 나피온 

(perfluorosulfonate)과 Asahi Glass에 의한 플레미온 

(perfluorocarboxylate) 이다. Nafion과 Flemion, Aciplex의 화학식은 

Figure 1-1에 나타내었다. 나피온과 플레미온의 중요한 차이는 관능기 

(설폰기 와 카르복실기)와 이온 교환 능력이다. 기본 고분자로 사용되는 

나피온은 여러가지 장점들을 제공한다. 먼저 화학적인 안정성이 우수하고, 

다른 고분자들과 비교 했을 때 120 ℃까지의 고온에서 작동 할 수 있으며, 

0.1 Scm-1의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가진다. 나피온은 perfluorosulfonate 

아이오노머이다. Poly(tetrafluoroethylene) 주사슬과 말단기 끝에는 

설폰기가 있는 perfluoroether 곁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음이온은 고분자 

사슬에 붙어있고, 양이온들은 수화시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19]. 

샘플내에서의 클러스터의 수와 모양은 당량(EW)에 의존한다. 당량은 이온 

교환 작용기 몰당 건조된 고분자의 무게로 나타낸다.  

전극층은 IPMC 변환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이오노머나 계

면 층을 변화 시키는 것보다는 전극 층을 변화시켜서 IPMC 성질을 변화 

시키는 것이 훨씬 쉽다. 모폴로지, 사용된 금속 및 전극의 두께와 같은 다

양한 전극의 성질들이 IPMC의 성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IPMC 제조의 핵심은 이온 교환막 양면에 금속 전극을 형성하는 

과정이며, Millet가 제안한 습식 환원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 습식 환원법에 의한 IPMC 제조 과정은 함침-환원 방법으로 불리기

도 하며, 그 과정을 Figure 1-2에 간략히 나타내었다. 질산과 같은 강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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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척된 이온 교환막을 금속염 수용액에 함침시켜 막 내의 수소 이온을 

전극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금속 이온염으로 치환하며, 가장 일반적인 전극 

물질인 백금의 경우 Pt(NH3)Cl2 수용액을 주로 사용한다. 이온 교환된 막

을 환원제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넣어 표면에서 금속 이온을 환원시켜 금속 

전극을 형성한다. 이 때 사용하는 환원제는 NaBH4가 일반적인데 이 물질

은 이온 교환막을 투과할 수 없기 때문에 백금 전극은 막의 표면에만 형성

되게 된다. 환원되는 금속 입자의 지름은 3~10 nm 정도의 크기이며 상기

의 반응을 반복함으로써 전극의 두게 및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형성

되는 전극의 최대 두께는 20 ㎛ 전후로 알려져 있다. 

 

1-2-2. IPMC의 구동 원리 

 

IPMC의 양쪽 전극에 1~5 V의 전압을 인가하면 양극 방향으로 

굽어지는 구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동 원리는 이온 수송 (ion 

transport)과 정전기적 상호작용 (electrostatic interaction) 측면으로 나누

어 설명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구동 원리는 이온 수

송과 관련된 수압 메커니즘 (hydraulic mechanism)이다. 이는 이온 교환

막 내부에서 보여지는 이온의 수송과 내부 용매의 재분배로 설명된다 

[21]. 전기장이 인가되기 전에는 수화된 이온들이 막내부 전체에 걸처 고

르게 분포하지만, 전기장이 인가되면 수화된 이온과 주변의 물 분자들이 

반대 전하를 띄는 전극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후 재분배된 이온들과 

물 분자들의 밀도 차이는 IPMC에 비대칭적인 부피 차이를 발생시키며 이

에 따라 굽힘구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Kim 등은 외부의 전기장과 내

부의 압력 구배에 의해 IPMC의 내부에서 이온과 수분확산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였고, 이를 비가역적 선형 열역학의 Onsager식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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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saka 등은 수분이 전기-삼투항력 (electro-osmotic drag) 형식의 

운동 방정식으로 부피 변형에 의한 구동을 해석하기도 하였다 [23]. 

Nemat-Nasser는 고분자 네트워크와 클러스터 내부에서의 수화 이온의 

수송과 관련된 마이크로 모델을 제안하였다 [24]. 최근 Naji 등은 자기 공

명 영상을 통하여 전압 인가 시 IPMC 단면에서 수분의 전기-삼투압력 현

상을 확인하였다 [25]. 또한 Park 등은 구동 중 IPMC 표면에서의 중성자 

산란 특성 및 원자간력 현미경 실험 결과를 발표하였다 [26]. 구동 중 

IPMC 단면에서의 형광발현 이미지를 활용한 연구가 보고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IPMC가 내부 수분과 양이온의 이동에 의해 굽힘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7]. 

이와 달리 정전기적 메커니즘 (electrostatic mechanism)은 이온 

집합체의 내부 및 표면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재분배에 의한 정전기적 상

호작용을 통해 IPMC의 구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외부 전기장에 의해 

IPMC 내부에서 이온들이 재분배가 일어나는데, 음극 부근에서는 양이온의 

축적에 의한 음극 경계층 (anodic boundary layer)이 형성되고 양극 부근

에서는 양이온의 감소에 의한 양극 경계층 (cathode boundary layer)이 

형성된다. 이온들의 재분배는 IPMC의 초기 빠른 변형을 유도하며, 이 후 

양극의 경계층에서의 정전기적 반발에 의해 고분자 사슬의 이완 및 확장이 

일어나게 되어 IPMC의 큰 굽힘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Nemat-

Nasser 등은 IPMC 내부에서의 정전기적 인력 및 반발력을 기본으로 하는 

전기-기계적 반응 모델을 제안하였고 [28], Weiland 등은 클러스터 구조

의 기하학적 접근을 통하여 IPMC의 초기 변형을 외부 인가 전압에 의한 

이온 집합체의 쌍극자 및 양극화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29]. 정전

기적 메커니즘의 연장선상에서 전하 수송 (charge transport) 메커니즘은 

IPMC의 표면 전극과 이온 교환막 사이 계면에서의 전하 밀도 및 정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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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관련하여 IPMC의 구동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kle 등은 

전극/이온 교환막 계면에서 축적되는 전하량, 특히 정전용량 값이 IPMC의 

구동 변위와 구동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라고 주장했다 [30]. 이는 

Nemat-Nasser의 전기-기계적 반응 모델과 연관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이 후 Kothera 등은 축적 전하량과 구동성 간의 선형적 및 비선형적 관계

를 보고하였다 [31]. 앞서 언급된 IPMC의 구동 메커니즘은 Figure 1-3에 

간단히 나타내었다. 

 

1-2-3. 구동성능 향상을 위한 금속 전극 개선 연구 

 

전극층은 구동을 하는 동안 가해지는 전기장을 강화시켜준다. 

그러므로 고분자 멤브레인 내부에서 이온들의 이동을 향상시켜 준다. 

사용된 방법에 상관없이, 전극형성은 (1) 금속이나 금속 입자들을 

멤브레인 표면에 도포해야하고, (2) 전기화학적으로 활성화된 표면적과 

접착력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멤브레인과 전극사이의 계면 면적을 최대로 

해야 하며, (3) 전극의 표면 저항을 최소로 해야하며, (4) 화학적 

기계적으로 안정하며, 수화시 전극층이 떨어지지 않도록 균일한 금속 전극 

층을 형성해야 한다. 고분자는 전도 성질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전기도금 

방식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기준들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전극 형성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기술은 넓게 화학적, 물리적 도금 

방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IPMC의 표면 전극은 전기 저항이 충분히 낮아야 굽힘구동 IPMC

에서 종방향의 전위차를 고르게 유도할 수 있고, 전극과 이온 교환막 사이

의 계면적이 충분히 넓어야 그 계면에서의 전하 축적과 전극으로의 전자 

이동이 용이하며, 굽힘 변형에 대한 기계적인 안정성이 우수해야 반복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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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생성되는 기계적 피로 및 균열에 의한 구동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습식 환원법 (함침-환원법 또는 화학적 무전해 도금법)

의 개선, 금속-이온교환막 층간 계면의 개질, 이종 금속의 표면 증착 등을 

통하여 구동 변위 및 속도의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고분자-금속 복합물의 개발은 1939년경 기질에 콜로이드상의 

은을 침전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금속도금이 

얇은 층으로 갈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후 스퍼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복합물을 형성하였으나, 이 방법 역시 금속이 얇은 층으로 갈라지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Dow Chemical사에서 이온성 

수지의 선택투과적 특성이 수소화붕소나트륨(NaBH4)이나 

히드라진(N2H4)과 같은 환원제로 이온 교환 막의 표면에 금속 염의 

선택적 환원의 촉진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 이 방법은 Hitachi, Takenaka 등과 같은 일본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나피온 및 그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막의 응용에 

사용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Millet등에 의해 IPMC 제작 방법 및 도금 

메커니즘의 개선이 이루어 졌다[32]. IPMC는 기본구성물질의 특성상 다른 

물질에 비해 힘의 산출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몇 가지 화학적인 환원 공정을 통해 멤브레인의 표면에 귀금속을 

침착시키는 과정을 이용한다. 귀금속을 사용하는 이유는 나피온 필름이 

산과 부식환경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전도성 매개물은 팔라듐, 은, 금, 

탄소, 흑연 그리고 나노튜브들을 포함한 것을 사용한다.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백금을 침착하는 것이다. 멤브레인 표면에 전극을 침착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기계적인 압착을 하는 것[33], 전기화학적으로 

하는 것[34], 화학적으로 침착하는 방법이 있다. Lui 등[35]은 침투-

환원과정의 두 단계를 이용했다. 금속이온들은 고분자의 친수성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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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흩어지게 된다. Lui는 또한 이상적인 전극은 다음의 특징들을 

갖는다고 보고를 한 바 있다. 좋은 중간미립자는 작은 전기적 저항을 

받는다. 침전물을 통한 물질전달이 되는 다공성 구조물은 제한 인자가 

없다. 광범위한 전극-IEM은 전기화학적으로 활성 표면적과 접촉한다. 

금속-필름은 멤브레인 표면에 근접한 얇은 층의 나피온 내부에 넓게 

침착한다. 아이오노머에 금속 입자의 침착깊이는 일반적으로 10 ㎛ 

정도이며 두 전극 사이에 접촉은 없다. 표면은 일반적으로 거칠게 전 

처리를 한다. 전극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IPMC의 유효한 용량, 

저항, 전류 밀도를 결정하고 재료의 반응거동을 확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학적인 침투/환원 과정에 의해 표면은 불규칙한 형상을 

나타내며, 검은 입자들과 클러스터들은 백금 입자를 보여준다. 백금 

입자들의 밀도가 명확한 것은 멤브레인 표면에서 보다 크게 성장한 것이다. 

금속 입자층은 물론 표면에 있는 금속의 바깥층을 포함하기 위해 금속을 

전기도금화 할 수 있다. 이것은 재료의 특성과 응답을 수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른 방법이다. 전반적인 표면의 전도성은 이러한 방법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 이것의 장점은 전기장이 전극에 가해지는 동안 전반적인 

전압양을 줄여서 IPMC의 전체 길이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한다. 재료를 

전기도금하면 강성이 커져, IPMC의 굽힘 성능은 제한하지만 IPMC에 의해 

발생하는 blocking force는 증가한다. IPMC의 전기적 거동은 수화, IEM, 

양이온 종류, 전극 합성 등을 포함하는 몇 가지 변수들에 크게 의존한다. 

재료의 저항률에 대한 값은 전극을 만드는 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고분자 재료 안에 금속 입자들의 조밀한 분산으로 저항값이 줄어들 수 

있다. 침투깊이가 증가되어 재료의 향상된 전도성을 나타낸다. 

 

화학적 도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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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도금 방법이나 무전해도금은 수소화붕소나트륨과 같은 환원제의 

도움으로, 멤브레인 내부에서 금속 입자들을 환원시킴으로써 금속 전극을 

코팅하는데 사용된다. 초기의 화학적 도금 과정은 Takenaka[36] 에 

의해서 보고가 되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reductant permeation (RP) 

라고 불린다. RP에서 양이온의 환원제는 멤브레인의 내부로 확산을 해서 

들어가고, 음이온의 금속염들과 반응을 한다. 이 방법은 platinum, 

rhodium, ruthenium, 및 palladium과 같은 금속들을 도금할 때 사용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RP와 유사한 방법인 impregnation-reduction (IR) 

방법이 Millet에 의해서 나중에 보고되었다[37].  Millet은 나피온 

필름위에 백금을 도금하였다. IR 과정에서, 금속 양이온을 멤브레인 내부로 

함침시키고, 환원제를 사용하여 나중에 환원을 시킨다. 내구성있는 금속 

전극을 쉽게 만들기 때문에, IR이 RP보다는 우수하다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Kim은[38] IR 방법으로 나피온위에 팔라듐과 백금을 연속적으로 

환원시킴으로 해서 IPMC의 구동성능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성능 개선은 

전극 모폴로지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팔라듐-IPMC는 낮은 전기 

저항을 가진다. Pt로 도금된 IPMC보다 Pd-Pt 전극의 표면 모폴로지는 

더욱더 균일해진다. 결국에는 전류 소비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균일한 전기장을 생성할 수 있다. RP 및 IP와 같은 무전해 도금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조 방법이고, 기계적 화학적으로 안정한 전극을 

생성할 수 있다. 환원제 농도의 변화는 전극 두께를 조절 할 수 있다. 

역무전해도금(reverse electroless plating)은 Chung[39]에 의해서 보고가 

되었다. 멤브레인 내에서 평균 입자들의 크기는 작아지고, 금속 입자들은 

더욱더 균일한 분포를 가지게 된다. 기존의 방법으로 했을 때 보다 

표면단차는 52 nm 에서 3 nm 으로 감소하게 된다. 역도금을 통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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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브레인 내부로의 백금 침투는 기존의 방법으로 했을 때 보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Bennett와 Leo는 co-reduction방법을 통하여 값이 싼 

금속과 귀금속을 조합하여 IPMC를 제조하였다. 구리-백금을 함께 

환원시켰을 때, 생명주기는 250,000회 이상을 얻었다. 금속 입자 분포 및 

계면 면적은 환원하기 전에 멤브레인 내부에서 비싸고 값이 싼 금속 이온 

농도의 비율을 변화 시킴으로 조절 할 수 있다. 구리-백금 전극의 

안정성은 전극내에서의 백금 비율에 의존하게 된다. 전극의 저항은 6-11 

Ω  정도로 관측이 되었다. 화학적 도금에 의해 형성된 전극은 다공성이고, 

높은 표면 거칠기를 가진다. IPMC내에서의 물의 이동에 도움을 주며, 

에너지 변환을 향상 시킨다. 화학적 방법을 기계적 방법으로부터 구분하는 

특징중에 하나가 고분자 멤브레인 안으로 금속 입자들이 침투하게 되어 

중간 층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침투된 금속들이 성능 향상에 

기여한다. 이것은 double layer capacitance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화학적 도금을 사용할 때 전극의 성질은 환원 시간, 환원제의 

농도, 사용된 금속, 및 금속 염 용액에 담근 시간과 같은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기계적 도금 방법 

 

화학적 도금 방법보다 단순하고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 도금 

방법이 채택되었다. 스퍼터링, 용액 주조, 및 직접 조립 방법(direct 

assembly process)과 같은 물리 증착법이 전극형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스퍼터 코팅과 같은 물리 증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계적 

도금 방법이다. 스퍼터 코팅은 독립적으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전기 도금, 

무전해도금, 플라즈마 에칭과 같은 방법과 함께 사용된다. Zhou 그룹[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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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0.4 ㎛의 금 층을 스퍼터로 코팅 후, 2 ㎛의 금 층을 전기도금하였다. 

Siripong [41]은 IPMC를 빠르고 경제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나피온에 

금을 도금하는 스퍼터 코팅을 사용하였다. 스퍼터 코팅된 전극의 두께는 

20-30 nm 이다. 스퍼터 코팅 후 니켈을 1 ㎛의 두께로 전기 도금 하였다. 

스퍼터링 코팅은 전극을 도금하는 쉬운 방법중 하나이며, 화학적 도금 

방법과 비교해 봤을 때, 제조 시간이 상당히 감소한다. 금, 백금, 타이타늄, 

니켈 및 은과 같은 금속이 기술적인 큰 변화없이 도금이 가능하다. 코팅된 

전극의 두께나 거칠기는 조절이 가능하다. IR 과정에 의해서 제조된 

IPMC에 스퍼터 코팅을 하면 팁의 변위와 힘을 개선 할 수 있다[42]. 

건조된 샘플에서 스퍼터링이 진행 되기 때문에, 수화시에 박리되는 현상을 

종종 목격한다. 스퍼터 코팅된 샘플은 사용시 균열이 생기기 쉽다. 

용액주조는 고분자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전극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전극 형성이 목적이면, 나피온 용액은 카본, 실버, 팔라듐, 백금, 

구리 및 금과 같은 전도성 파우더들과 섞어준다[43]. 전극은 안정성을 

위해서 온도를 올리면서 열처리를 해준다. Gerritsen[44]은 용액 주조된 

나피온 멤브레인에서 나피온 용액 안에 은 나노 파우더를 사용하여 전극을 

형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안정적인 전극을 위해서, 멤브레인과 전극 

용액은 양각화 하였고, 60, 100 ℃에서 구웠다. 전극의 두께는 약 15 ㎛ 

이다. 전극의 저항은 약 2 Ω /sq. 이다. 카본 블랙을 사용한 유사한 전극 

형성과정은 Park에 의해서 보고되었다[45]. 하지만 표면 저항은 Chung에 

의해서 제작된 방법보다는 높았다. 고분자에 붙어 있는 탄소 입자들이 

나쁜 영향을 미치고, IPMC의 성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리적 

증착법과 유사하게 용액 주조를 사용해서 만든 전극은 고분자에 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압착이나 전기도금법이 함께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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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조립과정 (directly assembly process, DAP)는 건조되거나 

팽윤된 멤브레인에서 전극을 형성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다[15]. 

전극층들과 멤브레인 사이에서의 계면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210 ℃, 20 

MPa의 조건에서 멤브레인 표면위에 전극 용액을 열압착하기 전, 전극 

용액을 직접적으로 페인팅을 해서 전극 형성이 이루어 진다. DAP법을 

사용하므로 높은 전도성 (1-20 S/cm)을 가지는 전극을 얻을 수 있다. 

직접 페이팅법을 사용하게 되면 용액의 흡수 때문에 멤브레인에는 

주름들이 생기게 된다. 계면 층은 관측되지 않는다. 높은 표면적을 가지는 

전극 위에 전도성 표면의 접착은 구동 성능 감소의 요인이 된다. 전기 

방사법은 layer-by-layer self-assembly 방법을 이용하여 전도체 

네트워크 복합체를 제조할 때 사용된다[46]. Nah는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polytetrafluoroethylene와 나피온의 copolymer를 기본으로 

하여 나노 피브로스 매트를 제작하였다[47]. 건조된 매트는 평균 직경 

200 nm 를 가지는 불규칙적이면서 연속적으로 배향된 파이버로 구성되어 

있다. 수화된 매트의 전도도는 16.8 mScm-1 이다. 매트들은 DAP방법으로 

해서 25 ㎛의 전극으로 코팅이 되었다. 전체적인 전도도는 0.92 mScm-1 

이다.  

 

전극 모폴로지 

 

전극의 모폴로지는 IPMC의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48]. 전극의 

표면적이 증가하면 전체적으로 IPMC의 캐퍼시턴스가 증가한다. 

Shahinpoor와 Kim은 atomic force microscopy (AFM)를 사용하여 

백금으로 코팅된 IPMC의 표면 모폴로지를 관찰하였다[49]. 백금 

입자들은 알갱이 모양이며, 50 nm의 크기를 가진다. 다공성 전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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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있는 백금 입자들이 현실적으로 모이는것으로 관측이 되었다. 

투과 전자 현미경(TEM)으로 측정한 결과 평균적인 입자들의 크기는 47 

nm 이다. 하지만 멤브레인 내부에서의 입자 크기는 약 10 nm 정도로 

측정이 되었다[50]. 전극의 다공성과 두께가 전극의 저항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이다[51]. 전극의 캐퍼시턴스는 주로 계면 층의 두께와 

표면층에 있는 입자들과 계면층에 있는 입자들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모폴로지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전극의 표면적은 IPMC 

변환체에 영향을 미친다. 표면적의 증가는 IPMC의 캐퍼시턴스를 

증가시키고, IPMC의 성능을 향상 시킨다.  

 

전극의 계면층 

 

IPMC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는 전극 층과 고분자 층에 집중하여 

이루어 지고 있고, IPMC에서의 계면 층은 간과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층은 전극과 고분자사이의 계면 면적과, IPMC의 캐퍼시턴스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52, 53]. 출력 전하뿐만 아니라 

IPMC의 굽힘 반응은 계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Jung은 계면 면적 

최적화의 중요성을 증명하였다[54]. 함침 시간이 3 시간 일 때 까지는 

고분자 멤브레인 내부로 백금 입자들이 침투를 하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침투를 하지 못하고 일정하게 된다고 증명을 하였다. 4번을 도금을 

하였을 때, 계면 면적은 거의 일정해 지고 그이상 도금을 하게 되면, 

전극의 강성이 증가하게 되어, 전기장 하에서의 IPMC 팁의 구동 변위를 

감소하게 한다. 캐퍼시턴스와 변위 사이에서의 강한 상관 관계는 기계적 

변형에 기여한다. 왜냐하면 전극과 고분자 사이에서의 계면에서 전하들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Wintersgill[55]는 IPMC의 구동 성능과 개퍼시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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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두 금속 

입자들은 유전체의 고분자에 의해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캐퍼시터를 

형성하게 된다. 분산된 금속 입자 들과 함께 계면 층은 이중층 용량을 

형성하게 한다. 계면 층의 제거는 전체적인 캐퍼시턴스를 103 정도까지 

떨어지게 한다[56]. 내부 전극의 두께가 증가하고, 내부 전극 내에서 

입자들의 밀도가 증가하면, 캐퍼시턴스의 감소가 발생한다. 캐퍼시턴스의 

증가는 IPMC 에너지 변환체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57]. 고분자 

매트릭스에서 금속 입자들은 전체적인 전도도를 향상 시킨다[58]. 이러한 

재료의 응용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유연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3차원적인 장치를 제조해야 한다. IPMC의 크기를 확대하는 것은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IPMC로부터 출력되는 힘은 고분자 층의 두께를 

증가시키므로 향상 시킬 수 있다. IPMC가 변형 할 때 나오는 출력 전압은 

매우 작은 값으로 측정이 되었다(~ 4-10 mV, 100-200 ㎛). 전극, 계면 

층 두께 및 캐퍼시턴스의 증가는 이러한 출력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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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hemical structure of commercial ion-exchange 

membrane: (a) Nafion, (b) Flemion, and (c) Aci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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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Fabrication method for metal electrode of IPMC. 



 

 19 

 

 

 

Figure 1-3. Schematic diagram of IPMC actua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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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나피온과 유기 용매 수용액간의 팽윤 거동 

 

 이온성 고분자는 다양한 화학적 구조, 이온기의 양, 그리고 

다양한 가교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매 및 상대 양이온에 따라서 다른 

팽윤 거동을 보인다[59,60]. 이온성 고분자의 팽윤거동은 현상학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론들이 부족하다. 구조와 물성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실용적으로 응용하기 위해서는 고분자의 팽윤거동은 

중요한 성질 중 하나이다. 구조 분석을 통하여 건조된 멤브레인이나 

수화된 멤브레인을 연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61]. 

이온기들이 응집을 하여 ionic domain을 형성한다는 개념은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62]. 이러한 cluster들은 hydrophobic한 fluorocarbon 

matrix에 의하여 둘려 싸여져 있다. Hydration의 처음 단계에서는, 

cluster들은 팽윤을 한다. Cluster당 이온기 수의 증가를 통한, 고분자와 

용매간 interfacial area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고분자들은 

재배열을 하게 된다[63]. 두 가지 상반되는 힘(matrix elastic force와 

osmotic pressure[64], electrical force[65]이 균형을 이룰 때, 팽윤 

평형은 일어난다. 용매의 함량이 20% 이상이면, 인접한 cluster들은 short 

channel에 의해서 점점 연결이 되게 된다[66]. 이러한 percolation 

model은 팽윤된 멤브레인의 이온 전도도와 selectivity을 설명한다[67]. 

이러한 connected network model은 용매의 volume fraction이 40% 일 때 

까지만 적용이 가능하다. 극성 용매를 도입했을 때 크게 팽윤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쉽게 제안하는 모델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러한 멤브레인들은 

물리적인 가교 역학을 할 수 있는 결정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용해되기가 어렵다[68,69]. 산업적인 응용 때문에 수용액상에서 

perfluorosulfonated ionomer (PFSI)의 팽윤 거동이 연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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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물은 PFSI ionomer에 대해 좋은 swelling agent가 아니며 다른 

용매에서의 팽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비수용액에서 PFSI membrane의 

팽윤거동이 처음으로 연구되었다[70,71]. 팽윤거동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parameter로써 solubility parameter가 제안되었다. 용액의 solubility 

parameter에 대해서 solvent uptake의 기울기를 측정해보면, 2개의 팽윤 

기울기[69]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PFSI membrane에서 2개의 

solubility parameter가 존재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하나는 

matrix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ionic domaim들과 연관되어 있다. 

물에다가 다양한 유기 용액을 혼합하여 최대 팽윤이 되는 용해도 상수 

값도 구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solubility parameter을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떠한 물질들에서 발견되지 않는 고유한 성질이다. 나피온은 

tetrafluoroethylene과 vinyl sulphonic acid의 공중합체이다. 이온을 

함유하고 있는 고분자중 하나인 나피온은 산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심도 있게 연구 되고 있다. Ion cluster는 고분자의 물리 화학적인 

성질[13]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ion-selective membrane[72]으로서 

고분자의 전기 화학적 성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수용성 용액에서 

나피온의 성질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는 용액은 멤브레인 내에서의 ionic 

transport process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를 하였다[73,74].  

Chia-Hung Maa[75]에서는 다양한 유기 용매를 이용하여 용액 

주조시 형성되는 나피온 멤브레인의 모폴로지와 성질을 연구하였다. 

다양한 유전 상수와 용해도 파라미터를 가지는 용매를 사용하였다. N, 

N’ -dimethyl acetamide, N, N’ -dimethyl formamide, N-methyl 

formamide, methanol– water mixture (4/1 g/g), ethanol– water mixture 

(4/1 g/g), and isopropanol– water mixture (4/1 g/g)과 같은 다양한 유기 

용매를 사용하였다. 나피온은 dual solubility parameters (δ) 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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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δ1 = 9.7 (cal/cm3)1/2 이고, 이것은 perfluorocarbon backbone과 

관련이 있다. δ2 = 17.3 (cal/cm3)1/2 이고, sulfonated vinylether side 

chains들과 연관이 있다. Nafion perfluorocarbon backbone들은 뭉쳐서 

용액내에서 실린더 형태가 되고, sulfonated vinylether side chain들은 

응집된 실린더들의 표면을 둘러싸게 되고, 용액들과 접촉을 하게 된다. 

이것은 perfluorocarbon backbone들과 sulfonated vinylether side 

chain들의 dual solubility parameter와 side chain sulfonic acid group의 

이온 성질들 때문이다. Nafion molecular conformations도 용액의 

solubility parameter (δ)와 dielectric constant (ε)에 강하게 의존하게 

된다[75]. 나피온 분자들은 DMF나 DMAc 용액에서는 sphere-like 

구조를 가진다. NMF에서는 얇은 rod-like나 rectangle-like 구조들이 

섞여 있다. 물-메탄올 용액에서는 rectangle-like나 cube-like 구조로 

섞여 있고, 물-에탄올 용액에서는 rod-like나 rectangle-like 구조들이 

섞여 있다. 또한 물-2프로판올 용액에서는 rectangle-like나 cube-like 

구조로 섞여 있다. 용액의 유전 상수가 클수록 나피온 이온 클러스터 안에 

있는 설폰기들을 잘 해리 시킬 수 있다. 물, 메탄올, 에탄올 및 2-

프로판올의 유전 상수는 78.4, 32.7, 24.5, 및 19.9 이다. 이러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보다 2-프로판올을 용액으로 사용할 때, 설폰기들을 

해리 시킬 수 있는 능력은 물보다 4배 정도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설폰기들 사이의 반발력도 감소하게 되고, 나피온 필름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OH- 이온들과의 반발력도 감소 하게 되므로, 좀더 깊숙히 

나피온 필름 내부로 침투 할 수 있다. 

다양한 알코올-물 혼합용액 안에서 나피온117의 liquid uptake을 

측정하였다. 메탄올-물 혼합액에서 liquid uptake가 최저이고 분자량이 큰 

알코올을 사용할 때 uptake가 증가한다. 프로판올을 사용할 때 uptak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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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로 되며 팽윤도 가장 많이 된다. 메탄올, 에탄올, 및 2-프로판올의 몰 

분율이 각각 0.8, 0.55, 0.25일 때 solvent uptake가 최대가 된다[76]. 

Solvent uptake와 물-알코올 선택성은 thermogravimetry와 mass 

spectrometry를 사용하여 열적 탈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선호하는 

water uptake는 높은 이온 교환 능력과 연관이 있고, 부분적인 전하를 띄

고 있는 주사슬에 있는 그룹(sulfonated poly (phenylene sulfone)의 

sulfone units (-SO2-))들과 이온성 그룹들끼리 상호적인 작용을 한다. 다

른 그룹에서 연구한 결과[164], 나피온 117 멤브레인은 물50-메탄올50 인 

혼합용액에서 최대 팽윤이 관측되기도 한다. 

 

1-3-1. 용해도 상수 및 응집 에너지 밀도 

 

용액계에서 이웃하는 분자 사이에 van der Waals, dipole 

moments, 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 등의 결합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분자간 응집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응집력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를 

응집에너지(cohesive energy, Ecoh)로 정의한다. 이러한 응집에너지는 1몰 

당 내부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내며 다음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 *coh vap vapE U H p V H RT      
 

 

또한 응집에너지는 세기 변수화 되어 단위부피당 응집에너지로 응집에너지 

밀도(cohesive energy density, CED)로 정의되고 다음 식으로 표현 된다. 

 

3[ / ]cohE
CED J cm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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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응집에너지 밀도는 Hildebrand에 의하여 용해능력을 수치적으로 

표현 가능한 용해도 파라미터를 정의 하는데 사용된 바 있다. 용해도 

파라미터는 용매 1 mL를 증발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로서 특정온도에서 

밀도나 몰부피를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Hildebrand의 용해도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1/2 1/2 1/2[ ] [ ] [ ]
m m

H RT E
CED

V V


  
  

 

 

용해도 파라미터는 용매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용매와 

용질이 비슷한 용해도 파라미터 값을 갖는 용매의 선정은 좀 더 용매가 

용질을 더 잘 용해시킬 수 있는 열역학적 특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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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olubility parameter of mixed solvents [(calcm-3)1/2] such 

as methanol, ethanol, and 2-prop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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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보조 용매의 물리 화학적 성질 

 

 이 실험에서 사용한 용매는 물, 메탄올, 에탄올, 및 프로판올을 

사용하였다. 유기 용매의 물리적 성질은 다음과 같다. Dielectric 

constant, solubility parameter, surface tension coefficient (matrix-

solvent interaction을 나타냄), 그리고 donor number (양이온들을 

solvation하는 능력을 나타냄)는 중요한 성질들이다. dielectric 

constant가 swelling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온들을 

분해시키고, ion solvation을 하는데 중요한 구동력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donor number (D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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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Density, ρ , molecular weight, M, mole volume, V1, 

dielectric constant, ε , solubility parameter, δ , air-solvent surface 

tension, γ , and donor number, DN, of solvents.  

용매 
ρ 

(gcm
-3
) 

M 
(gmol

-1
) 

V1 
(cm

3
mol

-1
) 

ε δ 
(J

1/2
 cm

-

3/2
) 

γ 
(x 10

-

2
Nm

-1
) 

DN 
(Kcalmol

-1
) 

 

물 

 

1.00 

 

18.02 

 

18.0 

 

78.4 

 

47.9 

 

7.18 

 

18 

        

메탄올 0.791 32.04 40.7 32.7 29.3 2.21 30 

        

에탄올 0.789 46.07 58.5 24.6 26.0 2.19 32 

        

2-

프로판올 

 

0.785 

 

60.11 

 

76.8 

 

19.9 

 

23.7 

 

2.1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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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내부 용매로써의 이온성 액체 및 유기 용매 

 

1-4-1. 이온성 액체의 특성 및 성질 

 

 이온성 액체란 이온만으로 구성되는 액체 상태의 염을 의미하며, 

특히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염을 상온 이온성 액체 (room 

temperature ionic liquid, RTIL)라 한다. 이온성 액체에 대한 연구는 1950

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pyridinium이나 imidazolium 등의 염화물과 염화 

알루미늄의 혼합물이 이온성 액체를 형성함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92년 Wikes 등에 의해서 물에 안정한 이온성 액체인 1-ethyl-3-

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 [emim][BF4]가 처음 발표된 후, 

PF6
-, (CF3SO2)2N

-, CF3SO3
-, CF3COO-, CH3COO- 등과 같은 음이온을 포

함하는 다양한 종류의 1,3-dialkylimidazolium 이온성 액체들이 합성되었

다. 이온성 액체의 특징은 i) 넓은 온도 영역에서 액체이고, 증기압이 낮으

며, ii) 난연성이며, 내열 특성이 우수하며, iii)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iv) 극

성 및 이온 전도도가 높다는 것이다. 유기 전해액의 경우 증기압이 높고 

가연성을 나타내는데 비해, 이온성 액체는 낮은 휘발성과 불에 잘 타지 않

는 특성을 나타낸다. 용융점, 친수성/가소송 및 물 또는 유기용매와의 혼합

성 등과 같은 성질들은 imidazolium 양이온의 질소원자에 치환된 N-알킬 

치환체 및 음이온을 변화시킴으로 조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목적

을 위해 양이온 또는 음이온에 작용기의 도입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온

성 액체는 이온 크기가 비교적 크고, 양이온의 정전하, 음이 온의 음전하

가 이온 전체에 분산된 경우가 많다. 이온성 액체는 구성하는 이온이 유기

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온특성뿐만 아니라 분자 특성도 가지고 있

다. 이온성과 분자성의 결합이 이온성 액체의 성질을 결정한다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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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성 액체의 특징은 이온 간 매우 큰 쿨롱 상호작용이 있으면서도 실온 

부근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용매 없이 이온 해리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온성 액체의 고유한 성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조합에 의해 결정

된다. 이온성 액체는 이온 간에 매우 큰 쿨롱 상호작용에 의해 실온 부근

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증기압이 거의 없어 비휘발성, 난연성, 열 

안정성 및 화학적으로 안정한 것이 많다. 또한 이온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온전도성이 높아 이온성 액체가 갖는 다양한 특성에 착안하여 많은 응용

가능성을 갖고 있다. 전형적인 이온성 액체는, 50~80%의 이온이 전기 전도

도에 기여하고 나머지는 이온 결합이나 이온 클러스터와 같이 전기 전도도

에 기여하지 않는 부분에 기여한다. 이온만으로 구성된 고밀도 액체는 현

저하게 극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이온성 액체는 알코올 정도

의 극성을 갖고 있으며, 비중이 1.5 이상으로 큰데 비해 낮은 점성을 갖고 

있어, 일반적으로 극성 용매와 같이 취급한다. 고밀도의 이온의 운동성이 

높아 양호한 이온 전도도를 갖고 있다. 전기화학적으로 안정한 것도 보통

의 분자성 용매에는 없는 큰 특징이다. 물과 같이 수소가결합을 할 수 있

는 분자들이 존재하면 이온들이 수화되므로 이온성 액체는 일반적으로 흡

습성이 강하고 열역학적 특성은 수분 함량과 불순물에 민감하다. 독성은 

일반적으로 유기용매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온성 액체의 이온 특성은 음이온의 루이스 염기나 양이온의 루이 

스 산의 세기 변화, 쿨롱 상호 작용 및 수소 결합성의 변화에 의해서 달라

진다. 양이온 중 알킬 사슬의 도입에 의한 반데르발스 상호 작용등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온성 액체는 일반적으로 끓는점이 없고, 증기압이 

0에 가까우며,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고 존재한다. 또한 밀도, 점도, 용해도, 

소수성 등과 같은 다양한 물리 화학적 특성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조합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변화한다. 이론상 1018 가지 이상 합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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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유기 용매의 특징 

 

용액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생각 할 수 있다. Amphiprotic 

용액들과 aprotic 용액으로 나눌 수 있다. Amphiprotic 용액들은 

Bronsted acid-base 개념에 따라서 acidic하고 basic 한 성질들을 둘 다 

가지고 있다. 물보다 약한 염기성을 가지고 강한 산성을 가진 용액을 

protogenic 용액이라고 하고, 약한 산성과 강한 염기성을 가진 것을 

protophilic 용액이라고 한다. 상대적으로 강한 산성을 가진 용액들은 

분자내에 수소 원자를 가지고 있고,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 질소, 또는 

할로겐(X) 원자들과 결합을 하고 있다.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들은 

electron pair donor 성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염기성을 가진다. Aprotic 용액들은 이와 반대로 

수소 원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기음성 원자에 결합을 하지 않는다. 

Aprotic 용액들에 있는 수소들은 탄소 원자와 결합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한 proton donating과 약한 hydrogen bond-donating 능력을 가진다. 

강한 염기성을 가진 aprotic 용액은 protophilic이고, 약한 염기성을 가진 

용액은 protophobic이다. Protophilic aprotic 용액들의 분자들은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 산소 원자나 질소 원자를 가지고 있다. Aprotic 용액 중에서, 

높은 상대 유전율이나, 큰 dipole momet를 가진 것들은 dipolar aprotic 

용액이다. 

 

1-4-3. IPMC에 도입된 이온성 액체들의 특성 

 

Bennett과 Leo[77]그룹은 EMI-Tf를 함유한 나피온은 물을 함유

한 나피온 같이 mean intercluster spacing이 커진다는 것을 SAXS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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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Sulfonate exchange sites의 symmetric 

stretching vibration peak position을 FT-IR로 구하였고, linear-fit 

method와 date를 이용하여 이온성 액체의 critical uptake양을 계산하였다. 

NMR의 측정으로 23Na peak의 width를 구하므로 나피온 내부에서 알칼리 

금속 conuterion들의 mobility를 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charge 

transport model을 제시하였다. 이온성 액체의 critical uptake  (mol 

IL/mol SO3
-)는 sulfonate exchange sites로부터 모든 countercation들을 

분리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IL의 양으로 정의하였다. 나피온 안에 있는 

countercation의 크기가 커질수록 critical uptake은 감소한다. 

Countercation과 exchange site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S-O dipole의 

polarization이 감소하고, electrostatic binding energy도 감소하게 되므로 

적은 IL가 필요하게 된다. 이온성 액체의 양이 critical uptake가 될 때까

지, 이온성 액체의 양이온들은 나피온 내부의 exchange site와 결합을 하

게 되고, countercation들은 Tf-와 결합을 하게 된다. critical uptake 이상

이 되면, 나피온 막 안에 있는 추가적인 이온성 액체들은 countercation 

그리고 exchange site들과 아무런 상호작용을 안 하므로, 이것을 free 

ionic liquid로 정의한다. Free ionic liquid내에 있는 anion들이 cation들과 

약하게 결합되어 있고, 이러한 anion들은 countercation들이 hopping할 

수 있는 sites로 간주 된다. Counercation들은 primary charge carriers로 

간주 된다. Free ionic liquid의 양이 증가할수록, 유효한 site들의 수도 증

가하고, countercation들의 mobility도 향상된다.  

Mayur[78]그룹 에서는 Nafion112에 [BMIM+][TFSI-]의 이온성 액

체를 도입하여 실험을 하였다. FT-IR로 측정 한 결과 SO3
-H+에서 SO3

-

BMIM+로 치환이 되면서 SO3
-와 H+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 하

였다. 그러므로 두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S-O의 dipole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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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게 된다. Sulfonic acid peak은 lower wavenumbers로 shifting하게 된

다. Counterion의 크기가 커지거나, 수분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shifting은 

잘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온성 액체와 멤브레인 간에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FSI-]은 hydrophobic한 음이온이므로, 나피온 

막의 perfluorinated segment쪽으로 침투를 하게 되고 물의 침투를 막아

주는 효과가 있다. Hopping과 diffusion mechanism을 통하여, proton들은 

이온성 액체-membrane을 통하여 transport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Crespo[79]그룹 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proton-

conducting 고분자는 이온성 액체를 약 18~32%까지 함유 할 수 있고, 

electrostatic interaction 때문에 이온 전도도가 높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

다. 반면 polydimethylsiloxane, polyvinylalcohol과 같은 non-charge 고

분자들에서는 이온성 액체가 침투를 하지 못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분자 

수준의 관점에서 이온성 액체가 어떻게 고분자 매트릭스를 녹이는지에 관

한 어떤 명확한 증거가 없다. Confocal Raman spectroscopy (vibrational 

energy of the target solutes) 장비를 이용하여, 이온성 액체를 함침하고 

있는 나피온 필름과 PDMS필름을 측정하였다. 이온성 액체의 양이온은 다

음과 같고, [BMIM+], 1-n-butyl-3-methylimidazolium, 음이온은 다양한 

종류의 것, [X-]; PF6, BF4, NTf2 ((CF3SO2)2N), NO3을 가지고서 실험을 하

였다. Nafion (130㎛)은 ion-conducting 멤브레인이고, PDMS (160㎛)는 

비전하의 소수성 멤브레인 고분자이다. 또한 전해질은 통과를 못하고, 유

기 용매에 의해서 팽윤만 된다. 양이온의 vibrational line은 비슷한 

frequency에서 나타난다. PF6, BF4과 같은 음이온의 경우, 강한 Raman 

vibration line이 743, 766에서 나탄나다. NTf2의 경우, CF3 group으로부터 

나오는 강한 vibration이 750에서 나오고, 설포닐 그룹에서 대칭적인 

SO2-stretching이 1142에서 나타난다. 또한 C-F stretching은 124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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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다. NO3
-의 경우, a strong nitrate band가 1043에서 나온다. 이온성 

액체를 함침한 Nafion 멤브레인을 Raman spectra로 분석한 결과, 양이온

인 BMIM+의 peak은 다 보인다. 하지만 PF6
-의 경우, PF6

-의 band(743)가 

Nafion의 band(733)와 겹치는지 아니면 아예 없는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

이 되지 않는다. 다른 음이온인 BF4
-, NTf2

-, NO3
-의 band는 보이지 않는

다. 그러므로 멤브레인의 상대 양이온과 이온성 액체의 양이온 사이에서 

양이온 교환 과정이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온성 액체의 음이온은 

Nafion 멤브레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PDMS 

membrane안에서는 이온성 액체의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 Electrostatic interaction이 없기 때문에, 이온성 액체가 non-

charged polymer networks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분자적 수준에서 처음으

로 증명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온성 액체의 농도가 낮을수록, inter-

cluster distance는 작아지고 cluster들은 상호간에 잘 연결이 안되므로 이

온 전도도는 떨어진다. Local-order model은 실험식과 잘 일치하지 않아

서 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 parallel cylindrical water 

nanochannel model이 제안되고 있다.  

Yang Liu[80]그룹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약한 결합을 하고 

있는 이온성 액체를 도입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이온성 액체는 EMIM 

BF4와 EMIM Tf이다. Time domain electrical impedance와 

electromechanical response를 조합하여, composite device 

configuration에서 다른 두개의 이온들의 전기 활성 성질과 transport 

성질을 분석하였다. IPCNC 샘플들에 직류 전압을 가하면서, 시간당 

축적되는 전하를 기록하고, CNC 전극에서 시간당 축적된 전하를 얻기 

위하여 적분을 하여 값을 얻었다.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는 

순수한 이온성 액체와 아이오노머 안에 함침된 이온성 액체의 양이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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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의 자기 확산 계수를 각각 정량 분석할 수 있다. 음이온에 대해서는 

19F NMR을 양이온에 대해서는 1H NMR을 사용하였다. 이온 mobility는 

Einstein relation (μ =De/kBT)식을 사용하여 확산 계수를 계산하였다.  

양이온의 자기 확산 계수와 이온 유동성이 음이온 보다 높다. 또한 순수한 

이온성 액체 일때가 함침되어 있을 때 보다 약 10 배 정도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asayuki[81]그룹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의 속도와 크기가 

구동체의 굽힘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하고 있다. 

양이온은 나피온 내에서 빠르게 움직여서 전극쪽으로 이동을 한다. 

구동체는 이러한 이동과 굽힘에 의한 전류와 연관이 있는 고분자의 

탄성력과 부피 변화를 가지고 있다.  전압을 외부에서 가해주면, 대다수의 

양이온들은 한쪽 전극 근처로 모이게 되고, 음이온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반대전극쪽으로 이동을 한다. 양이온과 음이온들은 electro kinetic과 

interfacial effects를 유발 한다. 만약에 음이온의 크기나 전기적 전하가 

양이온보다 크다면, 구동체는 반대 방향으로 굽힘운동을 할 것이다.  

I-Wen Peter Chen[82]그룹에서는 나피온 내부에 [BMIM+][BF4-]의 

이온성 액체를 함침 시킨후 구동 실험을 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이온성 

액체의 양이온과 음이온이 멤브레인 내부에서 분해가 되어서, BMIM+는 

자유롭게 나피온 내부의 채널들을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BF4
-는 나피온 

내부에 고정되어 있는 설폰기가 있기 때문에 통과를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양이온의 이동에 의한 부피 변화가 발생하게 되어 

구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1-4-4. IPMC에 도입된 유기 용매들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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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le[83]그룹은 direct assembly process 방법을 사용하여 

IPMC에 전극을 올린 후 물, formamide, ethylene glycol (EG), diethylene 

glycol (DEG), triethylene glycol (TEG), polyethylene glycols (PEG), 및 

1-ethyl-3-methylimidazolium trifluoromethanesulfonate (EmI-Tf)와 

같은 다양한 용매와 이온액 액체에 함침을 시킨 후, 구동 성능을 

분석하였다. 이온성 액체는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공기중에서 구동 

손실없이 장시간 동안 구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사용된 용매는 

선형 고분자들이기 때문에, 분자량이 증가함에 따라, 용매의 끓는 점과 

점도가 증가한다. 구동체의 strain rate에 영향을 주는 점도와 유전 상수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하여 적절한 유기 용매를 선택하였다.  Formamide를 

사용한 경우, strain rate이 가장 크다. 3.3 cP의 낮은 점도와 211 ℃의 

높은 끓는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가장 안정적인 용매이다. 

높은 유전 상수와 낮은 점도를 가진 유기 용매를 사용할 때 구동체의 반응 

속도가 가장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전 상수가 큰 용매는 더욱 더 

극성이기 때문에, 구동체내에서 이온들을 더 잘 분리 시킨다. 이온의 

유동성은 점도가 감소할수록 증가한다. Surya Darma Pandita[84]그룹은 

ethylene glycol (EG)과 소수성 이온성 액체인 1-ethyl-

3methylimidazolim trifluoromethanesulfonate (EMIM Tf)을 혼합하여 

IPMC에 함침 시킨 후, 구동 성능을 측정하였다. 용액의 전기 화학적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이다. 물이 전해질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증발이 

쉽게 일어난다. 물은 전기 분해 과정을 거쳐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된다. 

물의 증발과 분해는 물의 손실을 유도하고, 구동 성능을 저하시킨다. 

전기분해와 증발 때문에 발생하는 용액의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EG를 

물의 대체 용매로 도입하였다. EG를 함침한 IPMC의 구동 수명은 

증가하지만, 구동 반응은 상당히 느려진다. 물보다 낮은 이온 전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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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을 기본용매로 할 때 보다, EG-EMIM Tf를 

함침한 IPMC의 표면 저항은 15 배 정도 증가한다. 그러나 EG만을 함침한 

IPMC보다는 2배정도 표면 저항이 낮다. 물을 사용하지 않은 IPMC의 

표면 저항이 높은데, 그것은 용액 교환 과정 중에 고분자가 팽윤 되면서 

전극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EG-EMIM Tf를 함침한 IPMC의 구동 성능은 

EG를 함침한 IPMC와 비교 했을 때, 증가하게 된다. 이온성 액체의 이온 

전도도가 높고 전극 손상이 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Pasquale[85]그룹은 ethylene glycol (EG)과 EmI-Tf를 용매로써 

도입하여 IPMC의 구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EG는 물과 같으며, 극성 

분자들이다. Lee[87]그룹 에서는 다양한 유기 용매를 IPMC에 도입하여 

전기적 안정성을 분석 하였다. 1M의 dimethylsulfoxide (DMSO) 수용액, 

1M deuterated dimethylsulfoxide (DMSO-d6) 수용액, 및 1M methyl 

cellosolve (eth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각각 다른 용액을 함침한 IPMC의 구동 성능과 전기적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물의 전기 분해는 1.2 V 에서 발생하는데, 혼합 용액에서는 

2.2 V까지 전기적 안정성이 증가한다. 극성 유기 수용액 용매를 함침한 

IPMC의 변형은 약 15 분 이상까지 유지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온성 

액체는 매우 낮은 증기압과 전기적 안정성이 우수하지만, 분자 크기가 

크고 점도가 높아서 구동체의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다. 높은 유전율, 

낮은 증기압, 높은 끓는점, 높은 전기적 안정성을 가지는 유기 용매를 

IPMC에 도입하여 구동 성능을 향상 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용매들은 고분자 매트릭스의 주사슬들을 녹이고, 과도하게 팽윤을 시킬수 

있어서 IPMC의 표면 전도도와 기계적 성질을 감소 시킨다. 용매의 최대 

농도를 1M로 제한하였다. 물은 여러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빠르게 

증발하고, 낮은 전기 분해 전압을 가진다. 수분손실이 일어나면서 



 

 37 

relaxation이 일어나게 되고, IPMC strip이 최대 변위에 도달한 후에 그 

변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DMSO, DMSO-d6, 및 methyl cellosolve와 같은 

극성 유기 용액들은 높은 분자량, 낮은 증기압, 및 높은 전기 분해 전압을 

가진다.  그들의 유전 상수는 물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양이온들의 많은 

부분이 이온 쌍으로 존재하게 되어서, 고분자 전해질로서의 낮은 이온 

특성을 가진다. 물과 극성 유기 용액의 혼합에서, 극성 유기 용매 

분자들은 낮은 유전 상수와 높은 점도를 가지기 때문에 blocking effect를 

보여준다. 극성 유기 용매의 양이 증가 할수록, 혼합액의 전기적 전도도는 

감소한다. Wang[87]에서는 glycerol을 함침한 Flemion-IPMC의  

팁 변위, 힘 및 구동성능을 측정하고 분석 하였다. Glycerol은 물보다 약 

1000 배 정도 점도가 높으나, 물과 같은 극성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유용한 대체 용매이다. 높은 점도는 느린 용액의 재분포를 유발하고, 

전압하에서 비대칭적인 변위를 나타낸다. Nassera[88]그룹 에서는 다양한 

용액을 함침한 IPMC의 전기-화학-기계적 반응을 모델링하였다. 

전기화학기계적 반응은 사용된 양이온, 함침된 용액의 성질 및 양, 전극의 

모폴로지, 주사슬 아이오노머의 조성, geometry 및 복합 성분의 boundary 

condition에 의존한다. 물, ethylene glycol (EG), glycerol, 및 18-Crown-

6과 같은 용매들을 가지고서 실험을 하였다. Krivandina[89] 그룹 에서는 

small-angle x-ray scattering (SAXS)와 wide-angle x-ray scattering 

(WAXS) 분석법을 이용하여, 110 ℃에서 ethylene glycol (EG)를 함침한 

perfluorinated sulfocationic membranes (Nafion 형태의 멤브레인)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멤브레인의 이온 클러스터에서 이온 채널의 두께가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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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구동 성능 및 동작 안정성이 효과적으로 향상된 고

성능의 IPMC 구동체 소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IEM의 두께 및 삼차원 스

케일-업, 새로운 유기 용매의 도입으로 인한 기존 IPMC의 구동 성능을 강

화하고자 하였고, 고성능 IPMC의 동작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분의 대체 용매로써 유기 용매나 새로운 이온성 액체를 합성하여 도입하

였다. 그 결과 동작 안정성이 상당히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압착

을 통한 기존 나피온 막의 두께 및 삼차원 스케일 업을 수행하여, 기계적 

굽힘 강성이 향상되고 생성 구동력이 효과적으로 개선된 IPMC 소재를 개발

하려 하였다. 다양한 이온성 액체 및 유기 용매가 도입 될 때, 구동 특성

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파악하고, 구동체의 구동 성능을 개선하고 동작 

안정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또한 새로운 유기 용매 및 이온성 액체의 도입

을 통하여, 나피온 및 내부 용매의 물리화학적, 기계적, 전기화학적 특성

이 IPMC 구동체의 전기-기계적 구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

하고자 하였다. 

 나피온 멤브레인의 삼차원 스케일 업 후 IPMC 구동체로 제조시 다

양한 유기 용매를 보조 용매로 도입하여 생성되는 표면 전극 및 계면 전극

의 특성에 대하여 관측하였고, 구동 성능에 어떻게 미치는가에 대하여 연

구하였다. 기계적인 강성, 전기적인 특성, 및 이온 전도도 등과 같은 다양

한 성질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나피온 멤브레인과 유기 용

매간의 팽윤 거동, 전기적인 특성 및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관찰하여 환원 

과정시 생성되는 백금 전극에 관한 영향도 분석 하였다.   

 구동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기 용매 및 이온성 액

체를 도입하였다. 이온성 액체 및 유기 용매의 도입으로 인한 구동체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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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온성 액체 및 유기 용매의 도입으로 용액의 

함수율, 이온 전도도, 전기적인 특성, 구동 변위 및 동작 안정성을 분석하

였다. 또한 나피온 멤브레인 내부에서 이온성 액체및 유기 용매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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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험 

 

3. IPMC의 제조 

 

3-1. 시약 및 재료 

 

 나피온 117 필름 (perfluorosulfonic acid membrane)은 

DuPont사에서 구입을 하여 사용 하였다. 백금 염 Pt(NH3)4Cl2 (purity: 

99.9%)과 환원제 NaBH4는 Aldrich로부터 구매하였다. Methanol (purity: 

99.8%), ethanol (purity: 99.9%), and 2-propanol (Purity: 99%)는 대정 

화학을 통해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3-2. 나피온 필름의 적층 및 전처리 

 

Figure 3-1에서와 같이 나피온 117 필름을 가지고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나피온 필름의 두께는 열압착법을 사용하여 두께 조절을 

하였다. 두께가 각각 180 ㎛, 540 ㎛, 900 ㎛가 되는 나피온 필름을 

열압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제조된 필름의 불순물을 제거 하고 H+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전처리 과정을 시행하였다. 먼저 제조된 필름을 5 

wt% 과산화수소 수용액에서 (H2O2) 4 시간 동안 담근 다음, 필름이 

투명해질 때까지 유지한다. 필름을 꺼낸 후 충분히 물로 세정을 하였다. 

90 ℃에서 2시간 동안 물에서 끓인 다음 세정 작업을 하였다. 나피온 

필름을 중성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5 wt%의 황산 수용액 (H2SO4) 에 

4시간 동안 담근다. 4시간 후 필름들을 꺼낸 후 90 ℃에서 2시간 동안 

끓인 다음 세정 작업을 하였다. 3~4번 세정 작업을 하여 필름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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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Stacked Nafion film by using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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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조 용매의 도입 후 무전해 도금 

 

열압착법을 사용하여 적층한 나피온 필름을 다양한 두께의 IPMC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무전해 도금법을 사용해야 한다. 전처리를 통하여 나피

온 필름내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산형태의 나피온 필름을 백금 용액안에 

담근다. 양이온 치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24 시간 동안 상온에서 담근

다. 백금 금속 염으로 치환시킨 나피온 필름을 수용액 속에 담근다. 일정

한 온도와 교반 속도 하에서 5 wt%의 환원제를 30분 간격으로 10번씩 넣

어 주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1-plating이라고 한다. 균일한 금속 전극을 

얻기 위해서 도금 횟수를 다양하게 조절 할 수 있다. 

 

3-3-1. 보조 용매의 혼합 조절 

 

백금 금속 염으로 치환 시킨후 무전해 도금을 실시할 때, 다양한 

유기 용액 속에서 시행 할 수 있다. 메탄올, 에탄올, 및 2-프로판올과 같

은 다양한 유기 용매를 수용액 속에 첨가하여 다양한 유기 용액 수용액 하

에서 환원을 시킬 수 있다. 유기 용매를 도입시, 나피온 필름이 팽윤 거동

이 달라지고, 백금 금속 염의 함침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유기 용매를 수

용액에 다양한 비율로 첨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수용액 100%, 물-유

기 용매 (90/10, 75/25, 50/50, 25/75, 10/90 = vol%/vol%)의 비율을 다양

하게 조절하여 무전해 도금을 시행하였고, 구동 성능을 측정하였다.  

 

3-4. 구동 성능 측정 

 

제작된 완전 유기물 굽힘형 구동체의 구동 시험은 전원 공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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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져 변위 측정기, 구동력 측정기로 구성된 장치를 제작하여 진행하였고, 

Figure 3-2에 구성 및 실제 사진을 나타내었다. 

제조된 구동체는 길이 50 mm, 너비 5 mm로 절단 후 하부 10 mm는 전압

을 인가하는 스프링 형 클립에 위치시키고 나머지 40 mm의 굽힘형 구동

을 관찰했다. 레이져가 변위를 측정하는 지점은 상부 끝으로부터 10 mm 

이며, 다양한 직류, 교류 전압을 가하여 구동 변위를 측정하였다. 

구동 힘은 IPMC의 팁을 로드셀에 완전히 밀착 시킨후, 외부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다양한 직류 전압을 가하여 발생하는 힘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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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a) Experimental set up for stiffness measurement of IPMC 

actuator, (b) Schematic diagram of displacement test setup, and (c) 

Schematic diagram of blocking force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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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분석 

 

3-5-1. Metal contents 측정 

 

 무전해 도금을 거쳐서 다양한 두께를 가지는 IPMC를 제조 하였다. 

무전해 도금 전과 후의 무게를 측정하여, metal contents를 측정하였다.  

 

Metal contents = metal

polymer metal

Mass

Mass Mass
 

 

3-5-2. IPMC의 표면 저항 측정 

 

 무전해 도금을 거친후, 금속 전극이 표면에서 잘 형성이 되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면 전극을 multi-meter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표면 전극에서 단위 길이당 저항 값을 측정하여 다양한 유기 용매를 사용

하였을 때의 표면 저항 값들을 비교 하였다.  

 

3-5-3. IPMC의 기계적 특성 측정 

 

3-5-3-1. Bending stiffness 측정 

 

 IPMC 빔의 굽힘 강성과 영률은 이전의 bending method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Figure 3-2(a)). 빔의 한쪽 끝단을 고정하고 다른 끝단을 로

드셀과 함께 일정한 힘으로 밀어준 후, 빔에서 발생된 휨 편차를 레이저변

위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힘)/(휨 편차) 값들은 각 변수당 20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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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측정되었고, 이들의 선형 기울기를 예측하였다. 굽힘 강성은 아래와 같

은 Bernoulli-Euler 빔 이론에서의 칸틸리버 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

다. 

 

3

E
P L

I
 

  
  

 

 

여기서 E 는 영률, I는 관성모멘트, L은 IPMC의 free length을 나타낸다. 

IPMC의 단면형상이 직사각형이라 가정할 때, 관성모멘트는 아래와 같이 

표시되고, 

 

3bh
I 


 

 

여기서 b와 h는 각각 칸틸리버 빔의 너비와 두께를 나타낸다. 측정된 굽힘

강성과 관성모멘트 값으로부터 IPMC의 영률값을 계산하였다. 

 

3-5-3-2. UTM 측정 

 

기계적 특성은 만능 시험기 (universal test machine, Model: 4465, 

Instron)를 통해 10 mm/min의 cross header speed 하에서 얻어졌다. 다

양한 두께를 가지는 IPMC를 제조 후, 만능 인장 시험기에 샘플을 물린 후 

이용하여 텐사일 테스트는 영률 값, yield strength, break stress, 및 

break strain등의 값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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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IPMC의 전기적 특성 측정 

 

3-5-4-1. Impedance 및 Ion conductivity 측정 

 

IPMC의 전기적 특성은 impedance analyzer (Zahner, IM6ex)와 주

문제작한 2-probe cell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식을 이

용하여 계산하였다. 

 

( / )
l

mS cm
R W d

 
 

 

 

σ, R, l, W, d는 각각 프로톤 전도도 (mS/cm), 임피던스 (Ω), 전위차 측정 

단자간 거리 (1 cm), 팽윤 상태에서 샘플의 넓이(1 cm) 및 두께 (cm)이다.  

 

3-5-4-2. Cyclic voltametry 측정 

 

Cyclic voltammetric 실험은 potentiostat/galvanostat (Zahner, 

IM6ex)장비를 사용하여, 3극 전극 방법을 사용하여 공기 중에서 

측정하였다. -1V와 1V 전압 사이에서 값을 얻고, scan rate는 100 mV 

s− 1이다.  

 

3-5-4-3. Chrono-amperometry 측정 

 

PGSTAT 30(Eco chemie) 장비를 사용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일

정 전압을 가하면서, 발생하는 전류값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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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 Chrono-coulometry 측정 

 

PGSTAT 30(Eco chemie) 장비를 사용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일

정 전압을 가하면서, 발생하는 전류를 적분하여 전하량을 측정하였다.  

 

3-5-5. IPMC의 모폴로지 측정 

 

3-5-5-1. FE-SEM 및 EDS 측정 

 

IPMC의 표면 전극과 계면 전극층의 두께나 분포는 FE-SEM 

(SEM, JSM-6701F, Jeol) 장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정한 크기의 시

편을 준비하여 고전압 (10 kV) 하에서 측정하였다. IPMC의 단면을 따라서, 

백금의 X-ray linescan을 통하여, 멤브레인 내에서의 백금 전극의 분포를 

알아 보기 위해서 EDS (INCA Energy, Oxford Instruments Analytical 

Ltd.)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5-5-2. FE-TEM 측정 

 

 FE-TEM (JEM-2100F, JEOL) 장비를 사용하여, 강한 전자들을 조

사하여 백금 입자들의 크기, 분산, 및 계면 층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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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피온과 유기 용매 수용액 상의 팽윤 거동 실험 

 

4-1. 시약 및 재료 

 

나피온 117 필름 (perfluorosulfonic acid membrane)은 

DuPont사에서 구입을 하여 사용 하였다. Methanol (purity: 

99.8%), ethanol (purity: 99.9%), 및 2-propanol (Purity: 99%)는 대정 

화학을 통해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4-2. 나피온 필름의 적층 및 전처리 

 

 3-2에 나오는 것과 같이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 

 

4-3. 다양한 유기 용매의 혼합 비율 도입 

 

나피온 필름의 적층 및 전처리 후, 다양한 유기 용액을 수용액 속

에 다양한 비율로 혼합하여 팽윤 거동을 관측하였다. 메탄올, 에탄올, 및 

2-프로판올과 같은 다양한 유기 용매를 수용액 속에 첨가하였다. 유기 용

매의 혼합 비율이 변할 때, 나피온 필름이 팽윤 거동이 달라진다. 유기 용

매를 수용액에 다양한 비율로 첨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수용액 100%, 

물-유기 용매 (90/10, 75/25, 50/50, 25/75, 10/90 = vol%/vol%)의 비율을 

다양하게 조절하였다.  

 

4-4. 팽윤 거동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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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피온 필름의 두께는 1장, 3장, 및 5장 필름을 준비하여 실험을 

하였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용매는 물, 메탄올, 에탄올, 및 2-프로판올을 

사용하였다. 팽윤이 최대로 일어나는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과 다양한 

유기용매를 다양한 비율로 섞어서 실험을 하였다. Swelling 실험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제조된 필름을 진공 오븐내 60 ℃ 온도에서 1일 동안 건조를 

시켰다. 샘플(가로 cm * 세로 cm * 두께 cm)을 일정하게 직사각형으로 

자른다. 건조된 샘플들의 무게, 가로길이, 세로길이, 그리고 두께를 

측정하였다. 상온에서 준비된 용액 안에 2일 동안 담근 후 샘플들을 

꺼내서 표면을 휴지로 닦아낸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늘어난 길이 및 

두께로 측정을 하여 값을 측정하였다.  

 

4-5. 분석 

 

4-5-1. XRD 측정 

 

Small-angle x-ray scattering (SAXS)와 wide-angle x-ray 

diffraction (WAXD)는 모폴로지를 확인하기 위해 X-선 회절 분석기 (X-

ray diffractometer, XRD, D/Max-2200, Rigaku Denki Co.)를 이용하였고, 

40 kV, 30mA의 Cu Kα radiation (wavelength: 0.154 nm) 하에서 X-선 

회절 패턴을 얻었다. 모든 샘플들은 측정하기 전에 24 h 동안 건조를 

시키고, 다양한 용매-수용액의 혼합 용액에 24 h 침지시킨후 표면을 

휴지로 닦은 후 측정하였다. Diffraction patterns을 나피온으로 부터 얻고, 

측정한 각도인 2θ = 0.1-60˚ 이다. Empty beam scattering, sample 

transmittance, 및 detector response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Bragg spacing는 scattering intensity의 peak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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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ATR-FTIR 및 FT-Raman 측정 

 

Spectra는 model Perkin-Elmer Spectrum 2000 

spectrophotometer에 의해서 기록된다. 멤브레인은 캐스팅 방법 (20-30 

㎛)을 통하여 얇게 만들었다. 다양한 유기 혼합 용액에 함침 후 

측정하였다. 모든 spectra는 298 K에서 4000~400 cm-1까지 기록되었다. 

FT-IR spectroscopy는 나피온과 용액 사이의 화학적 구조의 변화를 

관찰한다. Raman spectra는 Bruker RFS 100/S spectrometer를 

사용하였다. Nd-YAG continuous laser (λ0 = 1064 nm), 100 mW의 

power를 사용하여 200~2000 cm-1까지 측정하였고, spectral 

resolutions는 4 cm-1이고, 64 co-added scan을 통하여 정보를 얻었다. 

 

4-5-3. DSC, TGA, 및 DMA 측정 

 

물을 함유하거나 물과 유기용매의 혼합 용액을 함침한 나피온 117 

멤브레인의 저온 열적 거동을 DSC 측정하여 관측하였다. 시차 주사 열량 

분석을 위해 TA Instruments DSC 910 모델을 사용하였고, 나피온 117 

멤브레인 (180 ㎛)을 가지고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나피온 필름을 60 ℃의 

진공 오븐에서 24시간 동안 건조를 시켰다. 물 100, 물75-유기 용매25의 

용액을 준비하였다. 건조된 각각의 샘플들을 이 용액 안에 담근 다음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함침을 시켰다. 용액을 함유하고 있는 샘플들의 

무게는 약 8~20 mg으로 측정을 하여 알루미늄 팬 안에 넣고 밀폐를 시킨 

후 실험을 하였다. 비어있는 알루미늄 팬을 reference로 사용하였다. 질소 

환경하에서 scanning rate은 10 ℃/min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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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샘플은 -80 ℃에서 3분간 isothermal과정을 거친 후  

-80 ℃~40 ℃의 온도 구간에서 scanning rate을 분당 10 ℃하여 

DSC실험을 진행하였다. DSC에 의하여 얻어지는 peak의 면적을 이용하여 

수화된 멤브레인의 melting enthalpy (Δ Hm)값을 계산 할 수 있었다. 

수화된 멤브레인 안에 있는 물의 함량과 물의 구조를 DSC를 통하여 

관찰하였다. 멤브레인 내의 freezing water content와 nonfreezing water 

content의 양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Freezing water content (wt %) =                

 

Nonfreezing water content (wt %) = 41 10


 
 


 

 

α  = 수화된 물의 용융 엔탈피의 값 

β  = 수화된 멤브레인의 용융 엔탈피의 값 

γ  = 멤브레인의 수분 함량 

 

Water content (wt %) =                      

 

Wdry = 건조된 멤브레인의 질량 

Wwet = 수화된 멤브레인의 질량 

 

열중량분석 (thermogravimetric analysis)을 위해 TA Instruments사의 

TGA 2050 모델이 사용되었다. 질소 환경하에서 TGA 실험은 진행되었다. 

샘플 무게는 2.00– 3.50 mg 이고, 백금 crucible 팬을 사용하였고, 온도 

410


 




210
wet dry

wet

W W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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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상온에서 700 ℃까지 이다. Dynamic-mechanical analysis 

(DMA)는 다양한 유기 용액에 함침된 Nafion membrane의 점탄성 거동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되었다. torsional pendulum mode를 

사용하였고, 1 Hz의 주파수에서 측정되었다.  

 

4-5-4. UTM 측정 

 

기계적 특성은 만능 시험기 (universal test machine, Model: 4465, 

Instron)를 통해 10 mm/min의 cross header speed 하에서 얻어졌다.  

 

4-5-5. Impedance 측정 

 

프로톤 전도도는 임피던스 분석기 (complex impedance analyzer, 

IM6ex, Zahner)와 주문제작한 4-probe cell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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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온성 액체 및 유기 용매를 함침한 IPMC의 실험 

 

5-1. 시약 및 재료 

 

나피온 117 필름 (perfluorosulfonic acid membrane)은 

DuPont사에서 구입을 하여 사용 하였다. 백금 염 Pt(NH3)4Cl2 (purity: 

99.9%) 과 환원제 NaBH4는 Aldrich사로부터 구매하였다. 이온성 액체인 

1-ethyl-3-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 (EMIM BF4), 1-ethyl-

3-methylimidazolium trifluoromethanesulfonate (EMIM Ts), ethyl 

ammonium nitrate (EAN), 및 methylammonium formate (MAF)을 

구매하였다. 유기 용매인 2-chloroethanol, formamide, propargyl 

alcohol를 Aldrich사로부터 구매하였다.  

 

5-2. 이온성 액체 및 유기 용매의 함침 

 

 적층한 나피온 필름을 전처리하여 백금 용액으로 환원 시킨 후, 

IPMC를 제조 하였다.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24 h 동안 60 ℃ 에서 건

조 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이온성 액체와 유기 용매를 도입하여 상온

에서, 24 h 동안 함침시켰다. 

 

5-3. 구동 변위 및 힘 시험 

 

이온성 액체나 유기 용매를 함침한 IPMC의 구동 성능을 측정 하

였다. 레이저 구동 변위 측정기를 이용하여 구동 힘 및 변위는 직류 전압 

2 V ~ 4 V 범위내에서 60초 동안 측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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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구동 수명 측정 

 

구동 수명은 물의 전기 분해가 일어나지 않은 1 Hz 에서 교류전압

1.2 V로 측정을 하였다. 변위가 최대 변위의 50%까지 감소 할 때까지 걸

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5-5. 분석 

 

5-5-1. 이온성 액체 및 유기 용매의 함수율 측정 

 

 제작된 IPMC를 오븐에서 60 ℃에서 24시간 동안 건조를 시킨 후 

무게를 측정한다. 다양한 종류의 이온성 액체 및 유기 용매에 함침을 시킨

후 24 시간 동안 상온에서 유지 한 다음 무게를 측정하였다. 

  

5-5-2. Impedance 측정 

 

 IPMC내에서 이온성 액체나 유기 용매의 이온 전도도를 알아 보기 

위해서 함침 후, 임피던스 분석기 (complex impedance analyzer, IM6ex, 

Zahner)와 주문제작한 4-probe cell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5-3. FT-IR 및 FT-Raman 측정 

 

 4-5-2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동일하게 실험을 진행하였다. 

 

5-5-4. PGSE-NMR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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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MHz solid state FT-NMR spectrometer 장비를 사용하여 순

수한 이온성 액체, 유기용액, 및 나피온 멤브레인 안에 함침 되어 있는 이

온성 액체나 유기 용매의 양을 1H와 19F의 자기 확산 계수로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이온들의 mobility를 계산하였다. 자기 확산 계수는 

Stejskal– Tanner equation을 사용하였다. 

 

2 2 2( ) (0)exp
3

S g S g D


 
  

    
  

 

 

S (g): echo amplitude at gradient g  

S (0): echo amplitude at zero-gradient 

 Δ : gradient pulse separation (s) 

 γ : gyromagnetic ratio (26.75×107 T− 1 s− 1 for 1H) 

 δ : gradient pulse duration (s) 

 g: gradient amplitude (T cm− 1) 

D: diffusion coefficient (cm2 s− 1) 

  

Ion mobility는 Einstein relation 식을 사용하여 확산 계수로부터 구할 수 

있다. 

 

B

De

k T
    

 

μ : ion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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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확산 계수 

e: 전자의 전하 

kB: 볼츠만 상수 

T: 절대 온도 (K) 

 

5-5-5. Chronoamperometry 및 Chronocoulometry 측정 

 

이온성 액체나 유기 용매를 함침한 IPMC에서 생성되는 전류 및 

전하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문 제작한 2-probe cell에 샘플들을 고정 시

킨 후, PGSTAT 30 (Eco chemie)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5-6. I-V curve 측정 

 

 유기 용매를 함침한 IPMC의 전기 화학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 측정하였다. PGSTAT 30 (Eco chemie) 장비를 사용하여 0 V 에서부터 

4 V까지 천천히 전압을 올려 주면서 50초 간 그 때 나타나는 전류 변화를 

관측하였다.  

 

5-5-7. XPS 측정 

 이온성 액체를 함침한 후 나피온 멤브레인에 함침된 이온들의 종

류를 알아보기 위하여 Thermo사의 Sigma prob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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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6. 보조 용매를 도입한 구동체의 구동 특성 

 

 

6-1. 구동 변위 및 힘 

 

Figure 6-1-1에서 보듯이, 나피온 1장 두께의 구동체를 물100, 물

75에탄올25, 및 물75프로판올25의 용액의 부피 조성에서, 1~4회의 환원

도금과정을 거친후 직류 및 교류 전압하에서 구동 변위 실험을 하였다. 일

정한 용액하에서, 환원 도금 횟수에 따라서 구동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 가

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하였다. 용액이 물100인 경우에, 도금 횟수가 1

회에서 4회로 증가 할수록 구동 변위는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물75에

탄올25인 경우에는, 도금 횟수가 4회보다는 2회 일 때 구동 변위가 향상

된다. 도금 횟수가 너무 증가하게 되면, 구동체의 강성이 증가하게 되어 

오히려 구동 변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된다. 물75프로판올25인 

경우에는, 도금 횟수가 1회에서 4회로 증가 할수록, 구동 변위는 거의 비

슷하거나 소량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Figure 6-1-2는, 물과 메탄올, 에탄올 및 프로판올의 부피조성 비율을 다

르게 하면서 환원 도금 실험을 하였다. 환원 도금 횟수는 2회로 고정을 하

였고, 물과 섞이는 알코올의 종류에 따라서 또한 물과 각각의 알코올의 부

피 조성 비율에 따라서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았다. 각

각의 용액의 조성 비율이 어떻게 되었을 때 가장 구동 변위 성능이 우수한

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였다. (a)에서 보듯이, 물-메탄올 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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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물과 메탄올의 섞일 수 있는 최소 물의 양인 10을 최소로 하였다. 

그래서 물과 메탄올의 부피비율을 90:10, 75:25, 50:50, 및 10:90의 조성 

비율로 실험을 하였다. 물10메탄올90의 경우에는 백금 용액들이 잘 녹지

를 않고, 환원 과정에서도 제대로 도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위가 가장 

낮았다. 물90메탄올10의 경우에는 물 100의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

았다. 물75메탄올25의 경우에 초기 구동 속도는 증가하지만 시간이 갈 수

록 변위가 떨어지는 것을 관측하였고, 물50메탄올50의 경우에 환원이 가

장 잘 되는 조건이었고, 구동 속도도 가장 빠르고, 최대 변위에 도달하는 

것을 관측하였다. (b)에서 보듯이, 물과 에탄올이 섞이면서 백금 입자들을 

녹일 수 있는 최소한의 물의 부피양은 25이다. 물의 최소한의 부피양은 

25로 정하였다. 물과 에탄올의 부피비율 조성은 90:10, 75:25, 50:50, 및 

25:75 로 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구동 변위 성능을 측정하였다. 여기서

도 마찬가지로 물과 에탄올의 비율이 25:75일 때는 백금 전극들이 제대로 

환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위는 가장 낮았다. 비율이 90:10인 경우에는 

두번 째로 낮은 성능을 보였고, 물과 에탄올의 비율이 75:25나 50:50인 

경우에는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걸로 관측이 되었다. (c)에서 보듯이, 물과 

프로판올이 섞이면서 백금 입자들을 녹일 수 있는 최소한의 물의 부피양은 

25이다. 물의 최소한의 부피양은 25로 정하였다. 물과 프로판올의 부피비

율 조성은 90:10, 75:25, 50:50, 및 25:75 로 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구동 변위 성능을 측정하였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과 프로판올의 비율

이 25:75일 때는 백금 전극들이 제대로 환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위는 

가장 낮았다. 비율이 50:50인 경우에는 두번 째로 낮은 성능을 보였고, 

90:10인 경우에는 두 번째로 성능이 우수하였고, 75:25인 경우에 가장 구

동 변위가 우수하다는 것을 관측하였다. 물과 메탄올, 에탄올, 및 프로판올

을 비교해 보았을 때, 물과 메탄올의 경우엔 혼합 조성 부피 비율이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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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 가장 우수한 구동 성능을 보이고 있고, 물과 에탄올의 경우엔 50:50

과 75:25인 경우에 비슷한 구동 변위를 보이지만 75:25보단 50:50인 경

우에 소량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물과 프로판올의 경우엔 

75:25인 경우에 가장 우수한 구동 성능을 보인다. 또한 메탄올보다는 에탄

올 및 프로판올을 혼합 용액으로 사용했을 때 최대 구동 변위에 도달 하는 

시간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동 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백금 전극의 두께, 백금 입자의 크기 및 분산도가 가장 크게 영

향을 미치는 걸로 예상이 된다. 열압착법을 사용하여 나피온 필름의 두께

를 200에서 600 ㎛로 증가 시켜서 물과 알코올의 혼합 조성 부피 비율을 

변화시켜 가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환원 도금 횟수가 구동 변위에 미

치는 영향도 알아보았다. Figure 6-1-3에서 보듯, 나피온의 두께가 증가 

하였으므로 구동 변위 실험을 할 때 직류나 교류 전압을 3 V에서 실험을 

하였다. 나피온의 두께가 증가 하였으나 나피온 200 ㎛ 때와 비슷한 경향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물 100인 경우에는 환원 도금 횟수가 1회에서 4회

로 증가 할수록 구동 변위도 증가하고 변위 속도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물75에탄올25인 경우에는 도금 횟수 2회가 4회보다 구동 변위

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75프로판올25인 경우에도 2회 도금 했

을 때 구동 변위가 가장 우수하였다. Figure 6-1-4, 6-1-5 에서는, 나피온 

두께를 증가시켜서 1000 ㎛의 나피온 필름을 가지고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직류 및 교류 전압 4 V를 구동체에 가해서 구동 변위 실험을 측정하였다. 

물100, 물:메탄올, 물:에탄올, 및 물:2-프로판올의 비율을 75:25의 혼합 

조성 부피 비율로 고정 시킨후, 환원 도금 횟수를 1회에서 4회로 증가 시

키면서 구동 변위를 측정하였다. 물 100인 경우엔 도금을 4회 했을 때 가

장 성능이 우수하다. 하지만 물:메탄올, 물:에탄올, 및 물:2-프로판올의 경

우엔, 도금횟수가 2회 일 때 성능이 가장 우수하였다. 도금 횟수가 2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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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 3회 4회가 될수록 금속 전극의 두께가 증가하여 강성이 증가하면

서 구동 변위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걸로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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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1. Time-displacement curve of 200 ㎛-IPMC of (a) H2O 

100, (b) H2O75EtOH25, and (c) H2O75ProOH25 under DC 2V and AC 

2V at 0.1 Hz for 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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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2. Time-displacement curve of 200 ㎛-IPMC of (a) H2O-

Methanol, (b) H2O-Ethanol, and (c) H2O-Propanol under DC 2V and AC 

2V, 0.1 Hz for 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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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3. Time-displacement curve of 600 ㎛-IPMC of (a) H2O100, 

(b) H2O75EtOH25, and (c) H2O75ProOH25 under DC 3V and AC 3V at 

0.1 Hz for 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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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4. Time-displacement curve of 1000 ㎛-IPMC of (a) 

H2O100, (b) H2O75MeOH25, (c) H2O75EtOH25, and (d)H2O75ProOH25 

under DC 4V for 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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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5. Time-displacement curve of 1000 ㎛-IPMC of (a) 

H2O100, (b) H2O75MeOH25, (c) H2O75EtOH25, and (d) H2O75ProOH25 

under AC 4V at 0.1 Hz for 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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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구동 힘을 측정하였다. Figure 6-1-6에서 보듯, 나피온 1

장 두께의 필름을 가지고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환원 도금 과정에 사용된 

용액은 물100, 물75에탄올25, 및 물75프로판올25을 사용하였다. 환원도금 

횟수는 1회에서 4회까지 진행을 하였고, 각각에 대해서 생성되는 힘을 측

정하였다. 나피온 한 장 두께인 경우에는 3개의 용액에서 환원도금 과정을 

거칠 때, 환원 도금 횟수가 증가 할수록, 생성되는 힘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물75프로판올25에서 4회 도금 과정을 거칠 때 

최대 힘이 관측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6-1-7는, 물과 메탄올, 에

탄올 및 프로판올의 부피조성 비율을 다르게 하면서 환원 도금 실험을 하

였을 때 구동 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환원 도금 횟수

는 2회로 고정을 하였고, 물과 섞이는 알코올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물

과 각각의 알코올의 부피 조성 비율에 따라서 실험을 하였다. 최대 구동힘

을 내는 최적의 조성 비율을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하였다. (a)에서 보듯이, 

물-메탄올 조성의 경우에 물과 메탄올이 섞일 수 있는 최소 물의 양인 10

을 최소로 하였다. 그래서 물과 메탄올의 부피비율을 90:10, 75:25, 50:50, 

및 10:90의 조성 비율로 실험을 하였다. 물10메탄올90의 경우에는 백금 

용액들이 잘 녹지를 않고, 환원 과정에서도 제대로 도금이 되지 않기 때문

에 구동힘도 가장 낮았다. 물90메탄올10의 경우에는 물 100의 경우와 크

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물75메탄올25의 경우에 물90메탄올10의 경우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물50메탄올50의 경우에 환원이 가장 잘 되는 조

건이었고, 가장 큰 구동 힘을 낸다는 것을 관측하였다. (b)에서는, 물과 에

탄올이 섞이면서 백금 입자들을 녹일 수 있는 최소한의 물의 부피양은 25

이다. 물의 최소한의 부피양은 25로 정하였다. 물과 에탄올의 부피비율 조

성은 90:10, 75:25, 50:50, 및 25:75로 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구동 힘

을 측정하였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과 에탄올의 비율이 25:75일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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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 전극들이 제대로 환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동 힘이 가장 낮았다. 

비율이 90:10나 75:25인 경우에는 유사한 구동 힘을 보였고, 50:50인 경

우에 가장 큰 구동 힘을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에서는, 물과 프로

판올이 섞이면서 백금 입자들을 녹일 수 있는 최소한의 물의 부피양은 25

이다. 물의 최소한의 부피양은 25로 정하였다. 물과 프로판올의 부피비율 

조성은 90:10, 75:25, 50:50, 및 25:75 로 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구동 

변위 성능을 측정하였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과 프로판올의 비율이 

25:75일 때는 백금 전극들이 제대로 환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위는 가

장 낮았다. 비율이 50:50인 경우에는 두번 째로 낮은 성능을 보였고, 

90:10인 경우에는 두 번째로 성능이 우수하였고, 75:25인 경우에 가장 구

동 힘이 우수하다는 것을 관측하였다. 물과 메탄올, 에탄올, 및 프로판올을 

비교해 보았다. 물과 메탄올, 에탄올의 경우엔 혼합 조성 부피 비율이 

50:50 일 때 가장 우수한 구동 힘을 낸다. 물과 프로판올의 경우엔 75:25

인 경우에 가장 우수한 구동 성능을 보인다. 또한 메탄올보다는 에탄올이, 

에탄올 보다는 프로판올을 혼합 용액으로 사용했을 때 최대 구동 힘에 도

달 하는 시간이 짧고 더욱더 큰 힘을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6-

1-8에서 보듯, 나피온 필름의 두께를 증가시켜서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였

다. 물100, 물75에탄올25, 및 물75프로판올25의 용액을 사용하였고, 환원

도금 횟수는 1회에서 4회로 진행을 하면서 구동 힘을 측정하였다.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직류전압 3 V에서 측정하였다. 구동 변위와는 다르게 도

금횟수가 증가할수록 구동 힘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100인 

경우에 4회 횟수에 40 mN 값을 얻지만, 물75에탄올25인 경우에는 45 

mN이고, 물75프로판올25인 경우에는 50 mN의 구동력을 얻었다. 물75프

로판올25을 사용할 경우, 최대 구동력을 얻으면서 최대 구동력 값에 도달

하는 시간도 가장 짧다. 



 

 69 

Figure 6-1-9에서 보듯, 나피온 필름의 두께를 200에서 1000 ㎛로 증가

시켜서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물100, 물75메탄올25, 물75에탄올25, 

및 물75프로판올25의 용액을 사용하였고, 환원도금 횟수는 1회에서 4회로 

진행을 하면서 구동 힘을 측정하였다.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직류전압 4 

V 에서 측정하였다. 도금횟수가 1회에서 4회로 증가할수록 구동 힘이 함

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각각의 경우 4회 

도금후의 구동힘을 비교해 보았다. 물100인 경우에 70 mN 값을 얻고, 물

75메탄올25인 경우 80 mN의 값을 얻고, 물75에탄올25인 경우에는 90 

mN의 값을 얻었다.  물75프로판올25인 경우에는 환원 도금 횟수를 2회 

한 경우에 약 140 mN의 구동력을 얻고, 환원도금 횟수를 3회 4회 할수록 

점점 구동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환원 횟수가 증가 할수록 전체적

인 구동체의 강성이 증가하여 구동력에는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된

다. 2번 환원을 시켰을 때 가장 큰 구동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Figure 

6-1-10에서 보듯, 나피온의 두께를 200에서 2400 ㎛로 증가시키면서, 물

100 및 물75프로판올25의 용액에서 2회 환원 도금을 시켰을 때 발생하는 

구동력과 15 mm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 비교하였다. 물에서 환원 

도금을 시킨 경우보다 물75프로판올25에서 환원을 시킨 구동체가 더 빨리 

움직이고 구동 성능도 우수하다는 것을 관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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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6. Time-force curve of 200 ㎛-IPMC of (a) H2O100, (b) 

H2O75EtOH25, and (c) H2O75ProOH25 under DC 2V for 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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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7. Time-force curve of 200 ㎛-IPMC of (a) H2O-Methanol, 

(b) H2O-Ethanol, and (c) H2O-Propanol under DC 2V for 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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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8. Time-force curve of 600 ㎛-IPMC of (a) H2O100, (b) 

H2O75EtOH25, and (c) H2O75ProOH25 under DC 3V for 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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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9. Time-force curve of 1000 ㎛-IPMC of (a) H2O100, (b) 

H2O75MeOH25, (c) H2O75EtOH25, and (d) H2O75ProOH25 under DC 

4V for 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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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10. Force and displacement curve as a function of the 

stacked Nafio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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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Metal contents 

 

백금 입자들은 무전해 도금 과정을 통하여 뭉치게 된다. 초기의 

입자 크기는 약 10 nm 이고, 환원 과정을 거쳐 커진 입자의 크기는 약 50-

100 nm 정도가 된다. 뭉쳐진 백금 입자들은 구형이고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고분자 매트릭스 안에서 백금 입자들로 구성된 

전극을 조절한다는 것은 IPMCs의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대한 

요소이다. 반복적인 환원 과정, 분산제의 사용, 및 나피온 필름의 늘림과 

같은 것이 전극 형성에 영향을 준다. 고분자 내의 백금 농도가 증가할수록, 

이중 층 전하 캐퍼시턴스를 증가시킨다. 전압을 가해주면, 나피온 필름은 

어떤 중요한 전류 반응도 보이지 않으나, 도금하는 횟수를 증가시키면, 

전류 반응이 향상 된다. 또한 금으로 더욱더 표면을 전기도금하면 전류 

반응은 더욱더 향상된다. IPMC의 다공성인 전극은 전극 영역 내에서 

효과적으로 물이 이동하기를 도와준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변형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다공성 전극 표면 밖으로 이온과 함께 움직이는 물 분자들을 

증발 시키는 문제가 있다. IPMC의 성능을 향상 시키는 확산 범위와 표면 

형태는 중요한 제조 변수들이다. 전극의 형태는 IPMC의 기계적 열적 

성질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90]. Figure 6-2에서 보듯이 다양한 두께 

(200, 600, 및 1000 ㎛)의 나피온 필름을 가지고서 환원 횟수를 조절 

하면서 그 때 생성되는 금속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도금하는 환원 과정시 

사용된 용액으로는 물, 물-에탄올, 및 물-프로판올의 혼합용액을 

사용하였다. 물을 사용했을 때 보다, 혼합용액을 사용시 전체적으로 

생성되는 금속의 함량은 증가한다. 또한 에탄올 보다는 프로판올을 사용시 

생성되는 금속의 함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피온 

필름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나피온 필름당 생성되는 금속의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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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균일한 표면 전극을 가지게 되면 

낮은 표면 저항을 가지게 되고, 큰 힘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균일한 표면 

형태와 높은 표면 전도도는 효과적인 변형을 유도한다. 전극의 향상된 

성질은 수화된 양이온의 증발 가능성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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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Metal contents a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plating cycle 

of I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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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IPMC의 표면 저항 

 

Punning[91]그룹은 모든 샘플들의 표면 저항은 곡선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Shahinpoor와 Kim은 구동체의 길이 방향으로 상당한 

voltage drop이 있다는 것을 관측하였다[92]. IPMC의 표면을 따라서 

효과적인 전압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과전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표면 저항과 구동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연구하였고, 

샘플들이 완전히 수화되고, 최대로 확장된 상태로 된 이후에도 표면 

전도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93]. IPMC의 굽힘에서 

표면에 생기는 크랙의 너비는 굽힘 곡선과 관련이 있다. IPMC의 금속 

표면에는 일반적으로 입자들로 구성된 크랙이 나타난다. 추측하건데, 

이러한 크랙은 팽윤되거나, 전기적인 굽힘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Figure 6-3 (a)에서는 다양한 용액들의 혼합 비율을 조절하여 IPMC를 

제조하였다. 환원 횟수는 2회로 동일하게 고정시켰다. 그 때 각각의 

샘플들의 표면 저항을 측정한 결과, 물75프로판올25일 때, 가장 낮은 10 

ohm/cm 정도의 표면 저항을 갖는 것을 관찰하였다. Figure 6-3 (b)에서는 

나피온 1장과 5장을 가지고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사용된 용액은 

물100, 물75프로판올25인 혼합용액을 사용하였고, 환원 횟수를 1회에서 

4회까지 증가시키면서 구동체를 각각 제조하였다. 그런 다음 각각의 

샘플들에 대하여 표면 저항을 측정하였다. 물을 환원 용액으로 사용한 

경우, 환원 횟수가 증가 할수록 표면 저항은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3회 

이상에서는 표면 저항 값이 비슷해진다. 물75프로판올25인 경우에는, 

1회만 환원을 하더라도 그 값은 상당히 낮고, 환원 횟수가 증가하더라도 

표면 저항의 값은 크게 작아지지 않고, 소폭 낮아진다. 물75프로판올25의 

혼합 용액을 사용한 경우 환원이 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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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3. Surface resistance a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plating 

cycle of I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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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IPMC의 기계적 특성 

 

 나피온보다는 IPMC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기계적 강도(강성과 

탄성 계수)는 조금 증가한다. 그러나 나피온 그 자체의 고유한 성질을 

따른다. 이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인장 변형에서, 스트레스-스트레인 

거동은 금속 입자(전극 재료들)들 보다는 고분자 재료의 지배를 받는다. 

인장 시험이 IPMC의 고유한 성질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IPMC가 굽힘 

모드로 작동을 할 때 한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금속 입자들(전극)과 

고분자 매트릭스의 다른 기계적 성질은 서로간에 영향을 미친다. IPMC에 

대한 스트레스-스트레인 곡선을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IPMC의 조각을 

적절하게 자르고, 캔티리버 배치에서 실험을 해야 한다.  

 

6-4-1. 굽힘 강성 (Bending stiffness) 

 

Kim[94]의 실험 결과에서, 블록 힘은 IPMC의 두께 제곱에 

비례하고, 너비에는 선형적으로 비례하며, 길이에는 반비례한다.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2

1 [ ]
wt

F C gf
L

   

 

C1은 상수이고, w, t와 L은 각각 IPMC의 너비, 두께, 및 길이다. 길이가 

긴 IPMC는 큰 변형을 만들어 내지만, 큰 팁 힘은 만들어 내지 못 한다. 

두꺼운 IPMC는 큰 끝단 힘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구동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끝단 변위는 감소한다. 가해진 전압이 증가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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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MC의 힘과 변위는 증가한다. 하지만 전기 분해는 가속화 되고 동시에 

IPMC에 의해서 생성된 열에 의해서 증가하는 증발은 짧은 수명을 유발한다. 

IPMC를 사용하여 구동체를 디자인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구동 

힘, 변위, 반응 속도 및 내구성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칸틸리버 빔의 굽힘 강성(bending stiffness)은 Bernoulli-Euler 빔 

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정의된 간단한 칸틸리버 식으로부터 계산된다. 

빔의 한쪽 끝단을 고정하고 다른 끝단을 로드셀과 함께 일정한 힘으로 

밀어준 후, 빔에서 발생된 휨 편차를 레이저 변위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힘(P)/휨 편차(δ) 값들은 각 변수당 20회 이상 측정하여 

이들의 선형 기울기를 예측하였다. Figure 6-4-1에서는 3장 5장 두께의 

구동체를 가지고서 힘(P)/휨 편차(δ) 값들을 얻기 위해 한 실험들이다. 

또한 환원시에 사용된 용액에 따라서도 값을 측정하였다. 구동체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구동체의 굽힘 강성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환원시에 사용된 용액에 따라서도 굽힘강성 값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6-4-2에서는 Figure 6-4-1에서 얻은 굽힘 강성값을 관성 모멘트 

값으로 나눠주므로, 영률값을 계산 할 수 있다. 영률 값도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물100인 용액보다 물75프로판올25인 용액을 사용 

할 때, 영률값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원 횟수도 2회에서 4회로 

증가 할 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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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4-1. Force-displacement relationship of the various IPMC. 

 

 

 

 

 

 



 

 83 

 

 

 

 

 

 

 

Figure 6-4-2. Young’ s modulus of IPMC embedded mixed sol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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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영률값 (UTM) 

 

나피온 구동체의 두께, 환원시에 사용된 용액 및 환원 횟수 등에 

따라서 영률값이 어떻게 변화는 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만능 시험기를 통하

여 측정하였다. Figure 6-4-3 (a)에서 보듯이 나피온 필름을 다양한 두께로 

제조한 후, 건조된 상태 및 물100, 물75에탄올25, 및 물75프로판올25의 용

액에 함침 시킨 후 영률 값을 측정하였다. 영률값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기 때문에 두께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고 비슷한 값을 가진다. 하지만 건

조된 상태에서는 325 MPa이였다가 수화가 되면 100 MPa로 값이 크게 떨어

진다. 물75프로판올25인 용액을 사용했을 때는 거의 25 MPa 이하의 값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6-4-3 (b)에서는 구동체 필름의 두께나 

환원시에 사용된 용액보다는 환원 횟수에 따라서 값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적으로 측정하여 굽힘 강성에 의해서 얻은 영률값이 UTM 실

험으로 얻은 영률값보다는 실험적인 오차들이 커서 큰 값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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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4-3. Young’ s modulus of (a) Nafion membrane and (b) IPMC 

embedded mixed solvents. 

 

 

 



 

 86 

6-5. IPMC의 전기적 특성 

 

우리는 단순한 등가 전기 회로를 고려하였다. 각각의 한 개의 구성단위 

회로(i)는 표면에 있는 임의적인 표면 저항(Rss)의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상당한 표면 전극 저항의 

실험적인 관측을 기본으로 이루어 진다. 각각의 하나의 기본 구성 회로는 

4개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표면-전극 저항(Rs), 고분자 

저항(Rp), 이온성 고분자와 표면 전극-전해질 계면에서의 이중 층과 

관련된 캐퍼시턴스(Cd)와 표면 전극 근처에서 전하 이동 저항 때문에 

생기는 임피던스(Zw)로 구성되어 있다. 전형적인 IPMC에 대하여, Rs에 

대한 Rss의 중요성은 ∑Rss/Rs ≈  L/t ≫ 1로부터 해석할 수 있다. L과 t는 

각각 전극의 길이와 두께를 나타낸다. 그것은 2차원적인 전극을 나타낸다. 

표면 전도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전도도가 높은 금과 같은 금속의 

얇은 층을 백금 표면 전극위에 도금해야 한다[92].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전류에서의 변화는 작다(패러데이 법칙을 따른다). 전압이 적게 

변하더라도, 직류 전류는 상당히 증가한다. 물의 전기 분해 전압은 1.23 V 

이지만, 약간의 과전압(계산값 0.3-0.5 V)이 관측된다. 물의 전기분해는 

IPMC의 열역학적인 효율성을 떨어트린다. 

 

전기적 성질 평가 

 

전극을 두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한다. 전극의 윗 부분(upper 

electrode)와 전극의 아랫 부분(inner electrode)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한다. 전기저항의 증가는 기공의 증가에 의해서 발생한다. 전극 두께뿐 만 

아니라, 기공, 입자 크기의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U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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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de에 있는 기공들은 물질의 재료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inner 

electrode안에 있는 기공들은 나피온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IPMC가 beam 

configuration 일때, 길이 방향으로의 저항은 매우 중요하다. Voltage 

drop을 관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극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저항은 

감소한다. 높은 접촉 면적(낮은 기공 부피 분율) 비율을 가질 때, 저항은 

약 30%까지 감소한다. 입자 크기도 저항에 다소 영향을 미친다. 기공 부피 

분율이 증가할수록 저항은 증가한다. 기공 부피 분율은 전극의 다공성과 

관련이 있다. 전극의 다공성이 증가하면, 저항은 약 50% 증가 할 수 있다. 

내부 전극의 두께가 증가하더라도, 저항은 변하지 않는다. 전극의 밀도가 

저항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입자들 사이의 갭이 입자 크기만큼 

되었을 때, 저항은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것은 입자들이 거의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적으로는, 내부 전극 두께가 증가할수록, 

측정된 표면 저항값은 감소한다[95]. 내부 전극의 밀도는 저항을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요소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Takushi[96]가 구동 

성능은 이온 저항, 전극 저항, 및 이중 층 캐페서턴스에 의존한다고 

보고한다. 일반적으로 IPMC는 큰 변형, 빠른 반응 속도, 및 높은 기계적 

힘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3가지 변수들을 충족 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Kim[97]그룹은 전극과 고분자 멤브레인 사이의 계면 

효과가 IPMC의 구동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했다. 

높은 계면적은 큰 변형을 유도한다[98]. 백금의 반복적인 환원은 계면적을 

넓혀주고, 전극의 경도를 증가시킨다. 구동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 

Cracked islands와 같은 백금-IPMC의 표면 구조는 높은 전기 저항을 

유발하고, 구동 성능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95]. 표면 전도도는 IPMC의 

구동을 지배하는 중요한 전기적 성질이다. 두께 방향으로 전압을 가할 때, 

이러한 거동은 표면 저항에 영향을 받는다. 크랙은 전도도의 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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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고, IPMC의 구동 거동을 변화시킨다.  

Thomas Wallmersperger[99]그룹에서는 에너지 변환체의 구동 성질은 

캐퍼시턴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100]. 고분자-금속 

계면에서의 전하 축적은 구동시 발생하는 변형과 변형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전기 반응에 대한 유전율과 확산 상수를 나타내고 있다. 

유전율과 확산 상수가 증가하면, 전류 밀도 및 전하 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시간이 가면 생기는 감소는 천천히 일어난다. 전류 밀도(i)와 전하 

밀도(q)는 유전률(εr)과 확산 상수(D)를 변수로 하여 측정하였다. 

유전율이 낮을수록 피크의 감소 속도가 빠르다. 전하 밀도는 전류밀도의 

적분 값이다. 전류 밀도는 확산 속도가 클수록 커진다. 확산 상수가 

커질수록 시간은 감소한다. 확산 상수가 크기 때문에 이온들의 이동이 더 

빠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류 밀도의 적분에 의해 생기는 전체적인 

flux는 거의 같은 상태에 도달한다. 최종적인 전하 밀도는 확산 상수에 

무관하게 같은 상태로 도달한다. 최대 전류 밀도는 확산 상수에 

비례하지만, 유전율에는 의존하지 않는다. 최대 전하 밀도는 유전율의 

제곱근에 비례하지만( max rq  ), 확산 상수에는 의존하지 않는다. 확산 

상수와 유전율이 일정할 때, 전류 밀도 전압에 선형적이지만, 전하 밀도는 

전압에 비선형적이다. 전류 밀도(i(t))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im(t)는 측정된 전류이고, A는 전극의 면적이다.  

 

( )
( ) mi t

i t
A

  

 

전류 밀도(q(t))는 다음과 같다. iss는 전류 밀도의 정상 상태의 값이고, 

원래의 전류 밀도에서 막혀있는 전극까지 이온들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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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밀도를 뺀 것이 정상 상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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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MC 반응은 고분자-전극 계면에서 이중 층 효과에 의해서 대개 지배를 

받는다[101]. IPMC 구동은 고분자-전극 계면에서 국부적인 전하불균형에 

의해서 발생되는 정전기적 압력 때문이다. 이중 층 현상은 강하게 계면의 

기하학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거친 표면은 이중 층 캐퍼시턴스와 전하 

밀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IPMC에서의 거친 전극은 고분자 

멤브레인 내에서 금속이 깊게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관측이 된다[102]. 

IPMC에 대한 실험적 연구[102]에서 보여지며, 전극의 표면 거칠기는 

IPMC의 구동 성능에 영향을 주는 IPMC 캐퍼시턴스와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모델들에서는 전극의 표면을 평평하다고 

가정을 한다. 전극의 표면 거칠기가 IPMC의 정적인 비선형 전기기계적 

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IPMC 내부에 축적된 전하는 

IPMC의 두께 및 표면적에 비례하지 않고, 그것은 전극의 표면적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축적된 전하는 전극의 표면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입체적 효과에 의해서는 감소한다. IPMC에 축적된 전하와 굽힘 운동 

사이의 분석적인 관계를 결정하였다. 축적 전하와 굽힘 운동은 가해진 

전압에 비선형적으로 변하며, 전압이 증가할수록, 축적된 전하와 굽힘 

운동의 변화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6-5-1. 이온 전도도 (Impe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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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ka[103]그룹에서는 다양한 양이온들을 가지고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룹1은 알칼리나 알카라인 토금속과 같은 작은 친수성 양이온을 포함한다. 

멤브레인의 전도도는 freezable water content가 증가하면은 증가한다. 

그룹2는 나피온 멤브레인 안에 테트라프로필-, 테트라부틸-암모니윰 

이온을 제외한 알킬 암모니윰 이온들과 같은 소수성 양이온을 포함한다. 

이온 전도도는 이온의 크기에 의존하고, 멤브레인은 상대적으로 큰 

freezable water content를 가진다. 그룹3은 TPrA나 TBA와 같이 

상대적으로 큰 소수성 양이온을 포함한다. 낮은 전도도와 적은 freezable 

water content를 가진다. 그룹 1에 있는 양이온에서는 멤브레인의 

freezable water content가 증가함에 따라, 멤브레인 전도도도 증가한다. 

두번째 그룹 2에 있는 TPrA와 TBA를 제외한 나머지 알킬암모니윰 

이온들에서는 freezable water content가 높더라도 멤브레인 전도도는 

낮다. 멤브레인 전도도는 freezable water content나 전체 물의 함량에 

의존하지 않지만, 이온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그룹 3에 있는 

TPrA와 TBA인 경우, 이온 전도도가 매우 낮고, freezable water content도 

매우 낮다. 물이 끌려 가는 효과는 두 가지 효과(수화와 펌핑 효과) [104], 

[105], [106]때문이라고 가정 할 수 있다. 작은 친수성이온에 의해서 물이 

끌려가는 주된 원인은 수화 효과이다. 양이온을 둘러싸고 있는 물들이 

양이온들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다. 크기가 큰 소수성 이온들은 펌핑 

효과에 의해서 물이 끌려가는 것에 영향을 준다. 큰 이온들이 물들을 이온 

채널 안으로 밀어주기 때문이다. 멤브레인 전도도는 물-끌림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다. 그룹 1에 있는 작은 친수성 이온의 크기는 이온 채널의 

지름보다 작다. 그러므로 전기장이 가해질때, 이온 전도도는 이온의 

움직이는 평균-자유 거리에 의존한다. 평균-자유 거리는 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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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안에 있는 freezable water content에 의존한다. 그룹 2에 있는 큰 

소수성 이온들은 거의 수화된 물이 없다. 이온의 크기는 이온 채널의 

크기에 견줄만 하다. 그러므로 이온 이동은 이온과 멤브레인 매트릭스 

사이에서의 지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온 전도도는 이온 크기에 

의존한다. 큰 소수성 이온들은 freezable water를 이온 이동과 관련이 

있는 멤브레인 기공안으로 밀어줄 것이고, 이것을 펌핑 효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룹 3의 경우에, 이온들의 크기가 이온 채널들의 

크기와 거의 같다. 그러므로 이온 이동도는 plugging effect 때문에 매우 

느리다. 게다가 설폰기들과 소수성 양이온 사이에서의 상호 작용은 물의 

배제 효과를 가져온다. 매우 낮은 멤브레인 전도도는 이러한 효과 

때문이다. 변위 속도는 복합체의 강성, 물의 함량, 전류, 및 물-끌림 계수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에 의존한다. Figure 6-5-1-1에서는 다양한 

두께를 가지는 나피온 필름을 제조하여, 물100인 용액에서 환원횟수를 

1회에서 4회까지 환원 시킨후 이온전도도를 측정하였다. 환원 횟수가 

1회에서 4회로 갈수록 저항값은 감소하고, 이온 전도도도 증가한다. 그 

값은 큰차이가 없지만 대략 10 mS/cm이다. Figure 6-5-1-2에서는 나피온 

1장 두께의 필름을 가지고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환원에 사용된 용액은 

물-메탄올, 물-에탄올, 및 물-프로판올등의 혼합 용액을 사용하였고, 그 

비율을 다양하게 해서 실험을 하였다. 환원 횟수는 2회로 고정을 하여 

실험을 하였다. 물-메탄올과 물-에탄올의 혼합 용액에서는 부피 비율이 

50:50 이거나 75:25인 조건일 때 이온 전도도가 가장 좋게 나타났으며, 그 

값은 5~7 mS/cm이고, 물-프로판올의 혼한 용액에서는 75:25에서 가장 좋은 

이온 전도도를 가지며, 그 값은 5 mS/cm이하다. 전체적으로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Figure 6-5-1-3에서는 혼합 용액으로 

물75프로판올25의 혼합 용액을 사용하였고, 환원 횟수는 1회부터 4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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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시켰다. 나피온 두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1장, 3장, 및 5장 

두께의 다양한 나피온 필름을 가지고서 진행하였다. 전체적으로 나피온 

두께에 상관없이 환원 횟수를 1회만 시행하여도 저항값은 낮고 이온 

전도도도 70 mS/cm으로 크게 향상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6-5-1-

4와 Figure 6-5-1-5에서는 환원 시키는 혼합 용액에 따라서 저항값과 이온 

전도도를 비교해 보았다. 물100 < 물75메탄올25 < 물75에탄올25 < 

물75프로판올25 의 순서로 저항값은 감소하고, 이온 전도도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환원 횟수를 1회에서 4회로 증가 시킬수록, 이온 

전도도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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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1-1. Impedance and ionic conductivity of IPMC with 

different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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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1-2. Impedance and ionic conductivity of IPMC as a 

function of reduced sol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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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1-3. Impedance and ionic conductivity of IPMC with   

different thickness as a function of plating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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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1-4. Frequency-dependent real impedance of I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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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1-5. Ionic conductivity as a function of plating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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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전류 밀도 (C-V) 

 

전기화학적인 분석들 중, 순환 전압전류법 (cyclic 

voltammetry(CV))는 반응에서 전위와 전류 사이에서의 관계로부터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순환 

전압전류법은 전극과 전해질의 계면에서 발생하는 반응들을 연구하기 위한 

특정한 전기화학적 측정 형태이다. 다양한 전극을 가지고 있는 IPMCs의 

레독스 반응과 화학적 안정성이 분석된다. 여기서 나타나는 피크는 백금의 

산화와 백금 옥사이드의 환원에 관한 피크이다. 전극과 고분자 멤브레인 

사이의 계면이 강하게 IPMC의 구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CV 결과들과 

연관있는 표면 반응을 반영하고, IPMC의 전기기계적인 거동을 반영한다. 

충전이 완료된 후에, 물의 전기 분해는 일어나고, 전류는 정상 상태 

값으로 도달한다. 물의 전기 분해는 IPMC의 성능을 악화시킨다. Figure 6-

5-2에서는 환원과정시 사용된 혼합 용액에 따라서 나타 나는 두 전극 

사이에서의 C-V를 보여주고 있고, 그 면적을 계산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시스템이 구동을 할 수 있는 정도를 결정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이다[107]. 전압은 초기에는 천천히 증가하다가, 나중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기장 하에서, 초기단계에, 이중 층은 충전이 

되고, 그런다음 패러딕 반응이 일어난다. 패러딕 반응은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물의 분해 반응이다. 2-전극 시스템에서, 측정된 전압은 

양극과 음극에서 과전압을 포함하고 있고, 멤브레인 내부에서도 ohmic 

drop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화학적인 반응과 가해진 전류 밀도는 모든 

경우에 비슷하고, 측정된 전압에서의 차이는 ohmic drop(멤브레인 

내부에서의 이온들의 이동)과 관련이 있다. 이온들이 이동 때문에 생기는 

potential drop은 리튬 이온들에서 가장 크다. potential drop이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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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 다음과 같은 Li+ > Na+ > K+ > H+ 순서이다. 이러한 관측은 등가 

이온 전도도와 잘 일치한다. 무한 희석에서 용매화되는 정도를 고려할 때, 

H+, Li+, Na+, K+의 등가 이온 전도도는 349.65, 38.66, 50.08 및 

73.48이다[108]. 수화 때문에 Li+의 효과적인 반경이 크다. 낮은 이동도와 

높은 전압을 요구한다. 멤브레인 내에서, 양이온의 농도는 무한 

희석보다는 높고, 등가 전도는 무한 희석만큼은 높지 않다. Li+ 이온은 

낮은 이온 이동도를 가진다. 왜냐하면 1가 양이온의 수가 멤브레인 내에서 

같다라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온 이동도는 이온의 크기와 이온-

이온 상호 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전기장 하에서, 양이온들은 

친수성 채널을 통하여 이동하고, 설폰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정전기적 힘을 

극복해야 한다.  

Cyclic voltammograms를 측정한 결과, redox 반응에 관한 아무런 피크도 

관측이 되지 않았다. IPMC에 대한 축/방전이 캐퍼시턴스 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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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2. Two-probe of cyclic voltammogram of I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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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전류 밀도 (C-A) 

 

Porfiri[109]는 전극을 따라서 가해지는 전압 차에 대한 반응으로 

IPMC 내에서의 역동적인 전하를 연구하였다. Poisson-Nernst-Plank 식을 

사용하여, 전기장의 시간의 진화와 양이온의 농도를 모델화 하였다. IPMC 

전체 영역에서 시간에 대한 전하와 전기장의 분포를 결정하였다. 벌크 

고분자 영역에서는 IPMC는 중성이고, 고분자-전극 계면에서는 전하 분포 

경계 층들이 생긴다. 낮은 전압을 가하더라도, 고분자-전극 계면의 각각 

한쪽들에서는 전하가 많거나, 전하가 부족하게 된다. 회로 전도도는 

IPMC의 유전 상수에 의존하지 않고, 이온의 확산도에 비례한다. 반면에, 

캐피시턴스는 유전 상수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확산도에는 의존하지 

않는다. 전도도는 고분자 두께에 의존하지만, 캐퍼시턴스는 무관하다. 

가해진 전압에 대한 IPMC 캐퍼시턴스의 의존도는 비선형적이다. 전극을 

통한 전압차는 전기장을 발생시키고, 양이온들의 재분포를 유발한다. 

움직이는 이온들의 재분포는 동시에 미시적인 구동 메커니즘을 유발하고, 

IPMC의 거시적인 구동을 유발한다. 전기장의 분포는 포이숑 식에 지배를 

받고, 자유로운 전하 밀도는 움직이는 이온들의 농도에 의존한다. 시간에 

대한 유동 이온들의 농도는 결국 Nerst-Plank 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IPMC를 통한 최대 전류 밀도와, IPMC 전극에 쌓이는 최대 전하를 구할 수 

있다. 해석적 풀이는 다음과 같이 고분자-전극 계면 근처에는 얇은 경계면 

층이 형성된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다. 낮은 전압을 가하더라도, 

양이온들이 cathode-고분자 계면에는 쌓이고, 반면 anode-고분자 계면에는 

소멸하게 된다. 경계층의 두께는 고정된 전하의 농도 및 IPMC 유전상수에 

의존하게 되고, 고분자 두께에는 의존하지 않는다. 이온의 확산도는 

회로의 저항에 영향을 주고, 유전상수는 캐피시턴스를 변하게 한다. 회로 



 

 102 

저항은 고분자 두께에 비례하고, 캐퍼시턴스는 고분자 두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상온에서 100 mV보다 낮은 전압에서 캐퍼시턴스는 

비선형성을 보이고, 전압이 1V가 되면 캐퍼시턴스는 1/5로 감소한다.  

패러데이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다결정성의 고체 전극의 계면 임피던스는 

거의 순수한 캐퍼시턴스이다. 이상적인 캐퍼시턴스의 거동의 편차는 

부드러운 전극보다는 거친 전극에서 일반적으로 더 크다. 이상적인 분극 

전극은 패러데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며, 이상적인 캐퍼시턴스 

임피던스를 나타낸다. 기하학적이나 원자적으로 균일한 전극(액체 수은, 

단결정의 고체 전극)들에서 관측이 된다. 다결정의 고체 전극에서는 

임피던스는 순수한 캐퍼시턴스가 아니며, 이중-층 캐퍼시턴스가 주파수에 

의존하는 것처럼 함수 형태이다. Figure 6-5-3-1에서는 1장, 5장 두께의 

나피온 필름과 다양한 혼합 용액을 사용하여 환원 과정을 2회, 4회 거친후 

시간에 따른 전류 밀도를 교류 전압 2 V와 3 V를 가해서 측정하였다. 환원 

횟수를 2회 이상하면 생성되는 전류밀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나피온 

필름의 두께에 따라서도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환원에 사용된 혼합 

용액의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여기서도 물100 < 물75에탄올25 < 

물75프로판올75의 순서대로 전류 밀도가 크게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6-5-3-2에서는 나피온 1장짜리 필름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물-

메탄올, 물-에탄올, 및 물-프로판올의 부피 비율을 다양하게 바꿔 가면서 

실험한 결과, 물-메탄올에서는 50:50 의 부피 비율에서 가장 큰 값을 

갖게된다. 물-에탄올의 경우에는 50:50과 75:25의 부피 비율에서 유사한 

값을 가지게 되고, 물-프로판올의 경우에는 75:25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진다. Figure 6-5-3-3에서는 물100와 물75프로판올25인 용액 사이에서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또한 환원횟수에 따른 값도 측정하였다. 물100 

경우와 물75프로판올25인 경우에도, 환원 횟수가 1회에서 4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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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수록, 값이 커진다. 형성되는 전극들이 더욱더 조밀하게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형성되는 전류 밀도 값은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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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3-1. Current density of IPMC under AC 2 V or 3V at 0.1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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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3-2 . Current density of IPMC as a function of mixed 

solvent under DC 2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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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3-3. Current density of IPMC as a function of plating cycles 

under DC 2 or 3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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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전하 밀도 (C-C) 

 

캐퍼시터로써 두개의 금속 입자들(전극들)과 기공(유전체)을 

고려해야 한다. 금속 입자들이 나피온에 의해서 절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내부 전극이 캐퍼시터를 만들어 낸다. 금속 입자 들이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표면 전극은 캐퍼시터를 이룰 수 없다. 두께 방향으로 

정렬된 캐퍼시터들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너비와 두께 방향으로 

정렬된 것들은 서로 평행하게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전기장이 전극 

표면에 수직으로 가해지기 때문이다. 캐퍼시턴스는 전체적인 IPMC의 

캐퍼시턴스가 아니라 하나의 전극 근처에서의 지역적인 캐퍼시턴스다. 

만약 내부 전극이 없다면, IPMC의 캐퍼시턴스는 103 정도 작아지게 된다. 

캐퍼시턴스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S
C

d
  (ε: 유전 상수, d: 거리, S: 면적) 

 

캐퍼시턴스는 내부 전극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캐퍼시터의 

캐퍼시턴스는 한개의 캐퍼시터라고 보기 보다는 작은 것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넓게 분포된 캐퍼시터들은 작은 

캐퍼시턴스를 가진다. 입자들 사이에서 간격이 가까워지면, 높은 

캐퍼시턴스를 만들어 낸다. 입자들이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고, 같은 

두께를 가질 때, 비록 직렬로 연결된 캐퍼시터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전극들 사이의 간격은 감소한다. 병렬로 연결된 캐퍼시터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한다. 입자 간격이 가까워 질수록, 캐퍼시턴스는 증가한다. 내부 

전극의 두께가 최소가 되면서, 입자들의 밀도가 증가하면 내부 전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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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퍼시턴스는 증가한다. 만약에 입자들이 서로 닺아있고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캐퍼시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대신 전극 저항을 

낮춰준다. 입자들간 간격이 감소하고, 서로 연결되지 않은 입자들의 내부 

전극 두께가 캐퍼시턴스에 영향을 준다. 환원 온도가 높거나, 무전해 

도금하는 횟수가 증가하면 캐퍼시턴스는 증가한다. 내부 전극 두께 차이는 

입자 크기에 의해서 유발된다. 외부 전극 두께, 전극의 다공성, 내부 전극 

두께 및 내부 전극에서의 입자간 간격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전극의 

전기적 특성(저항, 캐퍼시턴스)에 영향을 준다. 전극의 저항에 영향을 

주는 주된 변수는 전극의 두께와 다공성이고, 전극의 캐퍼시턴스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은 내부 전극 두께와 입자간 간격이다. 변형 반응과 재료의 

캐퍼시턴스 사이에는 선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아이오노머의 

저주파 캐퍼시턴스는 전극에서의 축적된 전하에 강하게 관련되어 있고, 

축적된 표면 전하와 기계적 변형사이에는 강한 상관 관계가 있다. 이온 

교환 멤브레인의 현저한 특징 중 하나는 선택적인 이온 전도이다. 이온 

교환 멤브레인은 고분자 사슬에 공유 결합되어 있으면서 전하를 띄고 있는 

곁그룹을 가진 전해질이다. 이러한 특징이 재료내에서 전하들이 뭉치게 

유도하고, 전하를 띈 곁가지그룹들이 포함된 친수성의 클러스터들과 

소수성의 주사슬들 사이에서 상분리를 유도한다. 뭉쳐진 전하들은 

양이온이나 음이온이던지 이온 선택성을 가지게 되고, 재료를 통해 이동 

할 수 있게 된다. 이온 전도는 아이오노머 고분자의 전기기계적인 

변환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온들의 전도는 전기장에서 굽힘에 

대한 이유로써 Shahinpoor[110] 에 의해서 규명이 되었다. De 

Gennes[111]는 전기장과 전하 flux에 대한 재료 내에서의 관련된 압력과 

속도를 가지고서 모델을 제시하였다. 캐퍼시던스 과정은 전류의 분포로 알 

수 있다. 전극의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알기 위해서, 전극의 이중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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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퍼시턴스와 전도도를 측정한다. 구동체의 일반적인 변형률은 전압이 

가해질 때, 축전된 전하에 비례한다. 전극과 아이오노머 멤브레인 

사이에서의 높은 계면 표면적은 전하를 축적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캐퍼시턴스는 IPMC의 전체적인 변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112].  낮은 전기 저항을 가지면서 금속 표면 층을 사용한 

IPMC에서는 전체적인 길이에서 IPMC의 두께를 통하여 일정한 전위차가 

가해진다고 가정을 한다. 이러한 층에 있는 크랙이 IPMC의 성능 저하에 

기인한다. Figure 6-5-4-1에서는 나피온 1장 필름으로 환원시 사용되는 

다양한 환원 용액에서 2회 환원 시킨후, 직류전압을 가하여 시간에 따른 

전하 밀도를 측정하였다. 물-메탄올 혼합 용액에서는 물10메탄올90의 부피 

비율을 제외하고 유사한 전하 밀도를 얻었다. 물-에탄올 혼합 용액에서도 

물25에탄올72의 부피 비율을 제외한 비슷한 값을 얻었다. 물-프로판올인 

경우 75:25 부피 비율에서 가장 좋은 값을 얻었다. Figure 6-5-4-2에서는 

나피온 1장 5장 필름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사용된 혼합 용액은 물100 

와 물75프로판올25인 혼합 용액을 사용하였다. 환원 횟수도 1회에서 

4회까지 도금 한 후, 시간에 따른 전하 밀도를 측정하였다. 환원 횟수가 

증가할수록 커지며, 물100 보다는 물75프로판올25인 경우가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6-5-4-3에서는 Figure 6-5-4-1과 

유사한 실험으로 직류 전압 대신 교류 전압을 가하여 그 때 생성되는 전하 

밀도를 측정한 결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ure 6-5-4-4 

에서는 Figure 6-5-4-2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환원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성되는 전하 밀도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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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4-1. Charge density of IPMC as a function of mixed 

solvents under DC 2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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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4-2. Charge density of IPMC as a function of plating cycles 

under DC 2 or 3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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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4-3. Charge density of IPMC as a function of mixed 

solvents under AC 2 V at 0.1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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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4-4. Charge density of IPMC as a function of plating cycles 

under AC 2 at 0.1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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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IPMC의 모폴로지 

 

무전해 도금 횟수가 증가할수록, 스파이크의 날카로움은 감소한다. 

왜냐하면 오랬동안 화학적 처리를 오래했기 때문에, 돌출기들 사이에서의 

전체적인 갭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금속 입자들의 분산을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복적인 화학적 도금, 전기 도금 및 물리적인 전도성 

입자들의 첨가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므로 전극의 상태가 향상되고, 결국에는 구동 성능이 향상된다. 

IPMC에 산소 플라즈마 처리 방법은 유용한 방법중의 하나이다. 무전해 

도금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표면 저항은 감소한다. 표면 저항이 

낮아야, 효과적으로 전압을 유지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압이 전극 

표면의 길이 방향을 따라서 감소하게 된다. 플라즈마 처리후 화학적 

무전해 도금을 하면, 균일하면서 두껍게 백금 입자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없다. 15-40 μF/cm2에서 수십 mF/cm2로 캐퍼시턴스가 

증가한다. 병렬 연결된 캐퍼시턴스로는 이러한 증가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전극 내부에 백금입자들이 잘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극 

표면은 증가하고, 효과적인 전극 사이의 거리는 감소하게 된다. 이중-층 

효과가 캐퍼시턴스를 설명할 수 있다.  

 

6-6-1. 표면 및 단면 전극 (SEM) 

 

Figure 6-6-1-1에서는 나피온 1장 필름을 가지고서, 물100 와 물75메탄

올25인 혼합 용액에서 2회, 4회 환원을 시킨다음, 건조 시켜서 전극의 형

태를 관찰하였다. 양 쪽 전극에 현성되는 전극의 표면 전극의 모양을 관찰

하였다. 단면에 형성되면서 분산되는 백금 입자들의 형태도 관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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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100 인 경우보다는 물75메탄올25의 용액을 사용 했을 때, 표면 전극이 

훨씬 더 매끄럽게 생성이 되고, 크랙이 메꿔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멤브레

인 내부로 침투를 해서 형성되는 입자들도 수 ㎛에 걸쳐서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6-6-1-2에서는 나피온 1장 필름을 가지고서, 물75에

탄올25 와 물75프로판올25인 혼합 용액에서 2회, 4회 환원을 시킨다음, 

건조 시켜서 전극의 형태를 관찰하였다. 표면에서 형성되는 전극이 훨씬 

더 매끄럽게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단면을 분석한 결과 멤브레인 내

부로 훨씬 많은 백금 입자들이 침투를 하여 전극을 형성하고 있고, 조밀하

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6-6-1-3, 4, 5에서는 나피온 1

장 필름을 가지고서 혼합용액의 부피 비율과 종류를 바꿔가면서 그 때 형

성되는 표면 전극의 모양을 관찰하였다. 물-메탄올 혼합용액에서는 50:50 

의 부피비율일 때, 가장 표면 전극이 잘 형성되었다. 물-에탄올 혼합용액

에서도 50:50 일 때, 가장 잘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5:75인 경우에

는 표면에 전극이 잘 형성되기 않아서 기공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프로판올 혼합 용액에서는 75:25 의 비율일 때, 형성되는 전극들의 입

자도 가장 작고, 조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표면전극이 잘 형성

이 되어야 구동 성능뿐 만 아니라, 전기적인 특성도 우수한 구동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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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6-1-1. SEM image showing surface and cross-sectional 

morphologies of platinum electrode of IPMC with respect to number of 

plating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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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6-1-2. SEM image showing surface and cross-sectional 

morphologies of platinum electrode of IPMC with respect to number of 

plating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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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6-1-3. SEM image showing surface morphologies of platinum 

electrode of I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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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6-1-4. SEM image showing surface morphologies of platinum 

electrode of IPMC. 

 



 

 120 

 

 

Figure 6-6-1-5. SEM image showing surface morphologies of platinum 

electrode of I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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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전극의 단면 분석 (EDS) 

 

환원 과정 중에 생성되는 백금 입자들의 분포를 더욱더 자세히 관

촬하기 위해서 단면을 EDS로 측정하였다. Figure 6-6-2-1은 나피온 1장 필

름을 다양한 환원 용액에서 2회 환원 시킨 후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듯 물100 < 물75메탄올25 < 물75에탄올25 < 물75프로판올25 의 순서대로 

백금 입자들이 표면 전극에서 내부 전극으로 점점 더 많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물100 인 경우에는 거의 계면 전극이 형성

이 안되는데, 물75프로판올25인 경우에는 상당한 양의 계면 전극이 형성되

는 것을 EDS로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6-6-2-2은 물100 와 물75프로판올

25인 용액만을 비교 하였고, 환원 횟수를 2회, 4회 하여 비교를 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물100인 경우에 전극의 두께는 대략 10~15 ㎛이며, 물75프로판

올25인 경우엔, 전극의 두께가 20~30 ㎛이다. 내부까지 백금 입자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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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6-2-1. Cross-sectional Pt profiles and morphology of the 

impregnated Pt particles near th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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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6-2-2. Cross-sectional Pt profiles and morphology of the 

impregnated Pt particles near th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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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백금 입자의 크기 및 분포 (TEM)  

 

Liu[113]는 이상적인 전극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낮은 전기 저항을 가지기 위해서 입자들간의 접촉이 좋아야 한다. (2) 

다공성 구조로 도금한 부분을 통하여 물질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3) 

전극과 멤브레인 사이의 접촉 면적이 클수록, 전기화학적으로 활성화된 

표면적을 제공한다. (4) 멤브레인 표면에 얇은 층(마이크론 이내)의 금속 

도금이 필요하다.  

나피온 멤브레인내에서 백금 입자들의 분포는 환원 단계에서 

멤브레인 내에서의 백금(II)의 농도 분포와 환원제의 농도에 의존한다. 

백금 염의 농도, 함침 시간, 및 환원제의 농도를 조절하여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함침 시간과 환원제의 농도는 체계적으로 조절 할 수 

있다. 환원제의 농도가 높을수록, 나피온 내부로의 확산이 빠르게 될 

것이고, 백금(II)가 환원이 된다. 환원제의 농도가 낮을수록, 환원 반응 

속도는 느려지고, 표면 근처에서만 백금입자들의 환원이 일어난다. 정확한 

백금 입자들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 TEM으로 관찰을 하였다.  

Figure 6-6-3-1은 물100 과 물75프로판올25인 용액에서 2회, 4회 

환원과정을 거친 후 생성된 백금 입자들의 분포를 관찰하였다. 물100인 

용액에서 2회 환원한 경우에 조밀한 백금 전극의 두께는 1.0 ㎛이고, 

멤브레인 표면에서 4 ㎛까지 백금 입자들이 서로 떨어져서 잘 분산되어 

있는 것이 관측이 되었다. 4회 환원한 경우엔, 백금 전극의 두께가 2.0 

㎛이고, 멤브레인 표면에서 6 ㎛까지 백금 입자들이 서로 떨어져서 잘 

분산되어 있다. 계면 전극의 두께가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표면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백금 입자들의 크기는 감소하고, 밀도도 감소한다. 

물75프로판올25인 경우엔, 표면 전극의 두께가 3.0 ㎛이고, 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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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서 10 ㎛까지 백금 입자들이 서로 떨어져서 잘 분산되어 있는 것이 

관측 되었다. 계면 전극의 양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6-6-3-2은 물75메탄올25 와 물75에탄올25인 혼합 용액에서 2회 환원 

과정을 거친 후 백금 입자들의 형태를 관찰 한 것이다. 물100인 경우보다 

표면 전극과 계면 전극이 잘 형성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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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6-3-1. Pt particle size and distribution of cross-section of 

I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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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6-3-2. Pt particle size and distribution of cross-section of 

I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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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구동 성능 향상을 위한 방안 및 전극 환원에 대한 고찰 

 

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힘을 가지는 IPMC를 제작해야 

한다. 또한 표면 전극외부로의 물의 증발을 억제 하는 것이 필요하다. 

IPMC를 제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단계로 

효과적인 전극으로 사용되는 나피온 표면을 거칠게 한다. 고분자의 표면을 

sandblasting이나 sandpapering를 하여, 표면적의 밀도를 증가 시킨다. 

이렇게 하면 백금 염은 잘 침투를 하게 되고, 환원이 잘 된다. 그런다음 

ultrasonic cleaning이나 산(HCl 또는 HNO3, 저농도)을 이용하여 산처리를 

하여 불순물을 제거한다. 두번째 단계는 금속 염 용액을 이용하여 이온 

교환 과정을 한다. 평형 조건은 금속 염의 전하의 종류에 의존한다. 

세번째 단계는 효과적인 환원제를 사용하여 금속 염들을 금속 입자들로 

환원을 시키는 것이다. 네번째 단계는 표면 저항을 감소기키기 위해서 

초기 Pt 전극위에 Pt를 효과적으로 성장 시키는 것이다. 용기 온도, 금속 

염의 농도, 환원제의 농도와 같은 변수들을 변화시키므로, 최대 힘을 낼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찾아 낼 수 있다. 계면 근처에서 IPMC에 있는 백금 

입자들의 평균 크기는 약 40-60 nm 이고, 클러스터와 결합한 입자의 

크기는 초기에는 5 nm 이다[114]. 화학 환원 과정 동안 초기의 입자들은 

뭉치게 되고, 점차적으로 커지게 된다. 백금 입자들의 침투, 크기, 및 

분포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과정을 조절하는 것은 중요한 잠재적인 

요인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도 최적의 구동체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인 환원 과정중 

효과적인 분산제를 도입한다. 여기서는 알코올 용액을 분산제로 

사용하였다. 분산제는 이온성 고분자 내에서 백금 입자들의 분산성을 향상 

시키고, 응집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 결과, 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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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들이 고분자 내부로 더 잘 침투하게 되고, 평균적인 입자들의 크기도 

작아지고, 더욱더 균일한 분포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균일한 분포는 물 

분자들이 통과하는데 어렵게 만들어 준다. 이것을 granular damming 

effect라고 한다. 백금의 금속화 과정에서 효과적인 분산제의 사용은 

상당히 IPMC의 힘의 증가를 향상시킨다. 입력 전기장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빠르다.  

백금은 전이 금속이고, 부분적으로 d-orbital이 채워지지 않았다. 

수화 넘버는 4이고, soft acid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Semi-planar 구조를 

가진다. 용액의 acidity나 basicity는 proton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능력

에 의해서 구분 되는 Bronsted acid-base concept이나, 전자 쌍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Lewis acid-base concept으로 정

의 할 수 있다. 루이스 산은 전자쌍을 받을 수 있고, 루이스 염기는 전자

쌍을 줄 수 있다. Hard and Soft Acids and Bases (HSAB) 개념에 따르면, 

Lewis acids는 hard와 soft acids로 나눌 수 있고, Lewis bases도 hard와 

soft base로 구분 할 수 있다. Hard acids는 hard bases들과 강하게 결합

을 하고, soft acids들은 soft bases들과 강하게 결합을 한다. Lewis base

의 HOMO는 Lewis acid의 LUMO에 있는 electron pair와 결합을 한다. 부가 

화합물의 분자 궤도가 에너지에서 낮아진다. Lewis base의 HOMO에 있는 

electron pair는 Lewis acid의 LUMO와 강하게 결합을 한다. HSAB 개념은 

용액-용매 상호작용에 적용할 수 있다. 물은 hard acid 이거나 hard base

이다. 일반적으로 hydrogen bond donor 용액들은 hard acids하고 hard 

base 음이온들 [OH-, F-, Cl-와 같은 작은 음이온들이나 (CH3O
-, CH3COO

-)과 

같은 작은 산소 원자에 음전하가 비편재화 되어 있는 이온들]을 강하게 용

액화 시킨다. 반대로 O, N 및 S와 같은 electron pair donor 원자들을 가

지고 있는 용액들에 대해서는, O<N<S와 같은 순서로 softness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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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자를 가지고 있는 용액으로는 물, 알코올, 케톤 및 아마이드가 있고, 

N 원자를 가지고 있는 용액으로는 나이트릴, 아민 및 피리딘이 있고, S 원

자를 가진 용액으로는 thioether나 thioamide가 있다. Hard-base 용액들은 

강하게 hard-acid 양이온 (Na+, K+)들을 강하게 용액화 시킨다. Soft-base 

용액들은 soft-base 양이온 (Ag+, Cu+)들을 쉽게 용액화 시킨다. hard 

acid들은 높은 전하 밀도를 가진다. 높은 양전하를 가지고 있고, 작은 이

온 크기를 가지는 금속 이온들이다. 그들의 d-orbital들은 π-결합에 참여

하지 않는다. Soft acid들은 낮은 전하밀도 (낮은 이온 전하 및 커지는 이

온 크기)를 가진다. 그들의 d-orbital들은 π-결합에 참여한다. Soft acid

들은 +1이나 +2 전하를 가지거나, d-orbital이 채워졌거나, 거의 채워진 2

번째, 3번째 족의 전이 금속들이 속한다.  

Figure 6-7-1(a)에서 보듯, 알코올이 산화되면서 프로톤을 제공하

게 된다. Figure 6-7-1(b)에서는 Pt2+는 soft acid이고, 물은 hard base이

다. 알코올에는 알킬기(R-)가 붙어있기 때문에 물보다는 덜 hard base 한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HSAB개념에 따르면, Pt2+-알코올의 상호작용이 

Pt2+-물의 상호 작용보다 더 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알킬기(-R)는 

electron donating 그룹이다. 알킬기의 사슬이 길어지면 질수록 O 원자쪽

으로 전자들을 밀어주는 힘이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1,2차 알코올인 메탄

올, 에탄올, 2-프로판올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순서(메탄올<에탄올

<2-프로판올)로 전자들을 밀어주는 힘이 커진다. Pt2+-알코올의 상호작용

이 Pt2+-물의 상호 작용보다 더 커지고, 수용액보다는 물과 알코올이 섞여 

있을 때 Pt2+의 분산도가 증가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Figure 6-7-

1(c)에서와 같이 Pt2+ 양이온이 물과 알코올의 다른 부피 분율의 혼합 용

액에서는 다음과 같이 5가지 형태로 존재 할 수 있다. Pt2+의 수화수는 4

이고, 수용액에 알코올이 혼합되므로 5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4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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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 존재 할 수 있다. 물이 100% 인 경우에는 Pt 양이온들이 물분자들

과 결합을 해서 수화된다. 물과 알코올이 75:25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Pt 양이온이 물분자 3개 알코올 분자 1개와 결합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일 때, Pt 양이온과 결합하는 세기가 조금 더 크다. 물과 알코

올의 비율이 50:50인 경우, 물분자 2개, 알코올 분자2개와 결합되어 있다. 

물과 알코올이 25:75의 비율로 섞여 있는 경우로, 물분자 1개 알코올 분자

3개와 결합되어 있다. 알코올 100%인 경우에는 Pt 양이온들이 해리가 되지 

않고 석출이 되기 때문에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알코올의 비율이 증가 

할 수록 Pt양이온과 결합하는 알코올의 분율이 증가한다. Electron 

donating 그룹인 알킬기의 사슬의 증가하므로 전자들을 O 원자쪽으로 밀어

주게 된다. O 원자 주위로 음이온들이 비편재화된다. Pt 양이온들과 용액 

사이에 결합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Pt 양이온들을 더욱더 안정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Pt 양이온을 환원 시키기 위해서는 환원제가 용액 안에 들어가야 

한다. 환원제가 전자를 주므로 Pt 양이온들은 환원이 되면서 백금 입자들

을 형성한다. Figure 6-7-2(a)에서 보듯, 물, 물-알코올 혼합용액과 환원

제의 결합은 다음과 같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환원제로는 NaBH4를 사용하

였다. 물과 알코올 분자에서 프로톤이 떨어지고, 환원제에서도 프로톤이 

떨어지면서 서로 결합을 하게 된다.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물

에서는 hydroxide (H-O)가 형성이 되고, 알코올과 결합한 환원제에서는 

alkoxide (R-O)가 형성이 된다. Hydroxide와 alkoxide는 모두 electron 

withdrawing 그룹들이다. 하지만 Hydroxide가 alkoxide보다 electron을 당

기는 힘이 더 강하다. 왜냐하면 alkoxide에는 O 원자옆에 알킬기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알킬기들은 전자를 밀어주는 성질이 강하므로 전자들을 O 

원자 쪽으로 밀어주게 된다. O 원자 주위에 전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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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3
-의 전자들을 당겨오는 힘이 약하게 된다. 하지만 hydroxide에는 그러

한 역할을 하는 알킬기가 없기 때문에 BH3
-의 전자들을 당기는 힘이 더 세

다. 그러므로 물과 결합한 환원제를 알코올과 결합한 환원제와 비교해 보

았을때, 후자의 경우에 전자들을 잡고 있는 힘이 좀 더 약하므로, 전자들

을 줄 수 있는 세기가 더 커진다. 그러므로 알코올과 결합한 환원제가 환

원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물보다 증가한다.  

Pt 양이온, 물, 알코올 및 환원제가 모두다 있는 시스템에서 어떠

한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Figure 6-7-2(b)에서 생각해 보았다. 환원과정시, 

Pt 양이온들은 물분자들이나 물-알코올 혼합 용액들과 결합을 하고 있다. 

Pt 양이온들과 결합하고 있는 알코올 분자들이 증가할수록, 용액 분자들은 

비편재화되고, Pt양이온들과 더욱더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으므로, 안정적

인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된다. 이때 환원제인 NaBH4와 OH-가 만나서 전자를 

주게 된다. 전자들이 Pt2+이온과 만나서, Pt+이 되고, 다시 전자를 받아서 

Pt 입자 들이 형성 된다. 전자들이 Pt 양이온들과 만나서 환원이 되는데, 

Pt 양이온 주위에 알코올 입자들이 증가할수록 전자들이 만나기는 점점 어

려워진다. 왜냐하면 물 분자보다 1차 알코올과 결합을 하게 되면 bulky한 

상태가 된다. Steric effect 때문 이라고 생각을 한다. 알킬 사슬이 길어

질수록 메탄올 보다는 2-프로판올일 경우에 효과는 더욱더 크게 된다. Pt 

양이온이 비편재화된 산소 원자들과 안정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전자를 

받아들이는 전자 친화도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물에 대한 알코올의 부피 

분율이 증가할수록 알킬기가 길어질수록 더욱더 bulky해지고, 전자 친화도

는 감소하기 때문에, 환원이 잘 안된다. 실험적으로 물과 알코올의 비율이 

75:25일 때 가장 환원이 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6-7-3(a)에서는 일반적으로 균일한 콜로이드 형태의 백금 

입자들을 환원시킬 때 환원제로 사용되는 알코올의 종류들이다.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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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메탄올, 에탄올, 및 2-프로판올이 사용된다[165]. 알코올들이 산화되면

서 프로톤을 제공하면서 알데하이드나 케톤 형태로 변하게 된다. Figure 

6-7-3(b)에서와 같이 제공된 프로톤이 백금 컴플렉스 음이온들을 만나서 

환원을 시키게 되어 백금입자들이 균일하게 형성된다. 환원속도[166]는 메

탄올< 에탄올 < 1-프로판올 순으로 빨라진다고 보고 되고 있다. Figure 6-

7-4에서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프로톤을 받아서 환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

라 전자를 만나서 환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개념이다. 환원제

와 OH-가 나피온 내부로 얼마나 잘 침투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나피온 

내부로 잘 침투해야 내부에서도 쉽게 전자가 형성될 수 있다. 물은 H+와 

OH-로 해리가 되고 알코올은 산화가 되면서 OH-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H+

를 제공하기 때문에 환원과정에는 직접적으로 참여 할 수 없다. 알코올의 

함량이 증가 할 수록, 나피온 필름의 팽윤은 크게 되지만, 전체적인 OH-의 

양은 감소하기 때문에 내부로 침투하는 OH-의 양도 감소하게 되므로 환원

이 일어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Figure 6-7-5에서 알코올의 역할에 대

해서 간략하게 모식도로 나타내 보았다. 나피온 필름의 주사슬은 소수성의 

성질이 강하고, 설폰화된 곁가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곁가지들 끝에

는 설폰기들이 있어서 물을 함침하게 되면 상분리가 일어나면서 이온 클러

스터들을 형성하게 되므로 친수성의 성질을 갖게 된다. 물대신 물과 알코

올의 혼합 용액에 나피온 필름을 함침하게 되면, 전체적인 팽윤이 물에 함

침 시킨 경우보다 크게 된다. 또한 이온클러스터 크기도 커지고, 이 부분

으로 알코올 분자들이 내부로 침투할 수 있게 되고, 환원제와 OH-이온들도 

쉽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알코올 중에서 메탄올 < 에탄올 < 2-프

로판올 순으로 소수성의 성질이 커지게 된다. 또한 각각의 알코올 분자들

도 소수성 부분과 친수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폰화된 곁가지

들 사이에도 알코올 분자들이 응집을 하거나 재배열을 하게 되어[167],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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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채널들을 형성하게 된다. 자유 부피가 커지게 되고, 이러한 채널들로 

알코올 분자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팽윤이 크게 된다. 또한 OH-이온

들도 내부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 메탄올 < 에탄올 < 2-프로판올의 알코

올을 사용할수록 이런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되므로 나피온 내부에서 좀 더 

깊숙히 백금입자들이 형성되게 된다. 물보다 유전상수 값이 작기 때문에, 

설폰기들을 해리 시킬 수 있는 세기가 작아진다[75]. 물과 2-프로판올을 

비교해 볼 경우 유전상수 값이 78.4와 19.9다. 약 4배 정도 작다. 물에 2-

프로판올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점점 설폰기 들을 해리시키는 힘은 작아지

게 된다. 그러므로 --SO3H가 해리가 되어 --SO3
-와 H+로 해리되는 힘은 4배 

정도 작아지게 된다. --SO3
-와 --SO3

- 사이에서의 척력은 약해지게 된다. 

또한 외부에서 나피온 필름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OH-와 --SO3
-사이에서

의 척력도 감소하게 되므로 OH-이온들이 쉽게 내부로 침투 할 수 있게 된

다. 내부에 쉽게 침투하게 되고 전자를 형성 할 수 있으므로, 내부에서도 

백금입자들이 형성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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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7-1. (a) Alcohol oxidation process, (b) The interaction 

between Pt complex salt and water-soluble alcohol, and (c) 5 cases of 

the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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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7-2. (a) The interaction between aqueous alcohol and reducing 

agent and (b) The formation of Pt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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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7-3. Alcohol hydrogen reduction mechanism and the reduction 

of mono-dispersed colloidal Pt 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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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7-4. Electroless plating process and reducing mechanism of 

Pt2+ ion inside Nafion membrane with aqueous alcohol. 

 

 

 

 

 

 



 

 139 

 

 

 

 

 

 

 

Figure 6-7-5. The role of alcohol in reducing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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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피온과 유기 용매 수용액의 팽윤 거동 

 

7-1. 팽윤 거동 

 

 물과 나피온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졌지만, 물이 

아닌 다른 용액과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Yeo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다양한 수소결합을 가지는 

용액에 나피온을 팽윤시키면 폭넓게 구분되는 용해도 파라미터에서 두 

군데서 팽윤이 최대가 된다. 극성이 다른 영역의 선택적인 용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온도가 증가하더라도 나피온은 순수한 알코올에서는 

용해성이 없다. 반면에 혼합용액의 끓는점까지 온도를 증가시키면 물과 

알코올의 혼합 용액은 나피온을 용해시킨다. 물과 알코올의 용해도 거동의 

차이 때문에 나피온과의 상호작용에서 차이가 난다. 나피온은 proton당 

2.6 transference number를 가지는 proton conductor이고 전도도는 강하게 

물의 함량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피온과 작용하는 물과 알코올의 

차이는 부피를 기본으로 해서 물보다 알코올에 대해서 용해도가 거의 3배 

정도 크며, 흡착 등온곡선에서 상응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알코올에 대해서 높은 팽윤 비율을 가지지만, 나피온은 온도가 높아도 

알코올만 있으면 용해되지 않는다. 반면에 물과 섞여 있으면, 알코올의 

온도를 혼합액의 비점 이상까지 올리게 되면, 나피온을 용해시킨다[115]. 

나중에 보고된 연구들에 의하면, 알코올에 소량의 물이 첨가되면, 

상온에서 solvent uptake를 크게 향상 시킨다. 물과 알코올의 용해도 

거동의 차이에 대해서 나피온과의 특별한 상호작용에 대해 정성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나피온의 분광학적 연구에 의해서 설폰산의 잔류물은 

강한 상호간의 쌍이나 또는 많은 수소 결합 작용과 연관되어 있고[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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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은 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 효과적인 가교제 역할을 하며, 

물분자들은 직접적으로 술폰산 잔류물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물에 의한 

술폰산 수소결합의 파괴는 아마도 크게 물-알코올 혼합에서의 용해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술폰기간 수소결합과 경쟁할 때, 

알코올은 물보다 덜 효과적이기 때문에 순수 알코올의 뚜렷한 용해도는 

나피온의 fluoroether rich 지역을 용매화시킬 것이다. 용해도는 수소 

결합, ether oxygen과의 극성 상호작용, 및 fluorine에 있는 비대칭적으로 

치환된 탄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117].  

Table 7-1-1은 나피온 1장 멤브레인을 가지고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물-메

탄올, 물-에탄올, 및 물-프로판올의 부피 비율을 다른게 만든 혼합 용액에 

함침을 시켜서 유기 용매 분율에 따른 길이 변화, 무게 변화, 부피 변화 

및 이온기당 용액의 분자수를 계산하였다. 물-메탄올인 경우, 물50메탄올

50의 부피 비율 일 때, 가장 팽윤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에탄올

의 경우엔, 물50에탄올50일 때 가장 팽윤이 잘 되고, 이온기당 용액의 분

자수도 물50에탄올50에서 52로 가장 크다. 물-프로판올의 경우에 물50프로

판올50에서 가장 팽윤이 잘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7-1-2은 1

장, 3장, 5장의 나피온 필름을 이용하였다. 물과 알코올의 비율은 75:25 

로 고정을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나피온 필름의 두께에 무관하게 물75

프로판올25인 경우에 가장 팽윤 거동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온기당 용액의 수도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1-3은 물 및 

물-알코올 혼합용액의 다양한 물리 화학적 성질들을 계산하여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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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1. Swelling behavior of Nafion as a function of mixed 

solvents. 

solvent 
ΔLx/Lx 

(%) 

ΔLy/Ly 

(%) 

ΔLz/Lz 

(%) 

ΔM/M 

(%) 

ΔV/V 

(%) 
NSO3- 

H2O 16 10 11 21 4 13 

H2O90MeOH10 11 11 7 26 4 17 

H2O75MeOH25 17 15 12 34 14 19 

H2O50MeOH50 32 26 31 53 112 26 

MeOH100 23 17 32 67 50 23 

H2O90EtOH10 17 15 14 34 15 20 

H2O75EtOH25 28 21 22 53 58 30 

H2O50EtOH50 73 47 87 174 1267 52 

EtOH100 43 43 52 122 398 42 

H2O90ProOH10 19 18 21 41 32 24 

H2O75ProOH25 36 53 48 112 401 57 

H2O50ProOH50 64 96 91 278 2370 111 

ProOH100 19 36 38 62 1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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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2. Swelling behavior of Nafion as a function of mixed 

solvents. 

Nafion 

film 

(㎛) 

solvent 
ΔLx/Lx 

(%) 

ΔLy/Ly 

(%) 

ΔLz/Lz 

(%) 

ΔM/M 

(%) 

ΔV/V 

(%) 
NSO3- 

200 

H2O100 16 10 11 12 4 13 

H2O75MeOH25 17 15 12 34 14 19 

H2O75EtOH25 28 21 22 53 58 30 

H2O75ProOH25 36 53 48 112 401 57 

600 

H2O100 10 9 13 17 3 11 

H2O75MeOH25 12 15 22 34 7 19 

H2O75EtOH25 29 22 40 59 47 31 

H2O75ProOH25 35 29 57 93 110 48 

1000 

H2O100 11 13 17 21 3 10 

H2O75MeOH25 22 20 19 35 12 17 

H2O75EtOH25 28 22 32 52 33 31 

H2O75ProOH25 42 35 52 103 90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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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3. Physical properties of mixed solvents. 

solvent 
vol 

(%) 

mol 

(%) 
Mw 

δ 

(J1/2cm-3/2) 
NSO3- 

H2O 100:0 1 18.02 23.4 13 

H2O90MeOH10 90:10 1:0.049 18.68 22.68 17 

H2O75MeOH25 75:25 1:0.148 19.83 21.54 19 

H2O50MeOH50 50:50 1:0.445 22.34 19.47 26 

H2O10MeOH90 10:90 1:4.005 29.24 15.60 - 

MeOH100 0:100 1 32.04 14.5 23 

H2O90EtOH10 90:10 1:0.034 18.95 22.54 20 

H2O75EtOH25 75:25 1:0.103 20.64 21.17 30 

H2O50EtOH50 50:50 1:0.309 24.64 18.68 52 

H2O25EtOH75 25:75 1:0.926 31.551 15.88 - 

EtOH100 0:100 1 46.07 12.7 42 

H2O90ProOH10 90:10 1:0.026 19.09 22.45 24 

H2O75ProOH25 75:25 1:0.078 21.08 20.93 56 

H2O50ProOH50 50:50 1:0.235 26.04 18.17 111 

H2O25ProOH75 25:75 1:0.706 35.44 15.05 - 

ProOH100 0:100 1 60.11 1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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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내부 구조 분석 (SAXS 및 WAXD) 

 

Kenneth[118]는 나피온 필름에서의 결정화도의 분석은 광각 산란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당량이 1100인 나피온은 비이온성이 

23%, 카르복실레이트 형태로는 18-14%의 결정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설폰기 형태로는 12-3%의 결정으로 구성되어있다. 1100에서 

1500으로 당량이 변할 때, 결정화도는 12%에서 22%로 증가한다. 나피온의 

결정화 영역의 구성은 배향된 파이버 샘플들의 X-선 산란 분석을 통하여 

Starkweather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색인의 산란 형태로부터 

나오는 단위 셀 구조는 다음과 같다. 나피온의 결정들은 3차원적으로 

육각형의 격자로 패킹되어 있고, 셀 치수는 대략적으로 PTFE의 셀의 

크기와 유사하다. 고분자가 가수 분해되어 포타슘 설포네이트 형태로 

되더라도, 설포닐 플로라이드 전구체에 대한 주요한 100, 101, 및 002 

반영 위치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Scherrer는 피크 너비를 측정하여, 

결정 크기에 대한 최소한의 값을 측정하였다. C-축을 따라서 결정의 

크기는 4.4 nm 이다. 또는 평면의 지그재그 형태를 따라서 34 개의 탄소 

원자 들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공중합 고분자에서 곁사슬들 사이에 있는 

15 CF2그룹의 평균보다 크다고 분석을 하였다. Gierke는 클러스터-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하였다. Fujimura는 코어-쉘 모델을 제시하였다. 

Dreyfus는 로컬-오더 모델을 제시하였다. Litt는 라멜라 모델을 

제시하였고, Haubold는 샌드위치 형태의 모델을 제시하였고, Rubatat는 

막대기 형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불소계 고분자 매트릭스에 모여 있는 

이온기들은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극성 용매들에 의해서 충분히 

팽윤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나노미터 크기의 도메인을 통하여 이온들을 

이동 시킬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온 클러스터들의 입체적인 분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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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학적으로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다. 광각 및 소각 산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열처리 과정은 두꺼운 

필름의 결정화도는 감소시키고, 얇은 필름의 결정화도는 증가시킨다[119]. 

열처리는 필름 내에서의 물의 재 분포를 유발한다고 소각 산란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아이노머의 성능 및 고유한 성질들은 화학적인 성질 (이온 

교환 능력, 음이온의 관능기 그룹, 상대 양이온), 필름 합성 방법 (캐스팅, 

용융-사출), 고분자의 열이력 (건조, 높은 온도에서의 노출, 멤브레인 

전처리 과정) 및 멤브레인의 chemical history (다양한 양이온 및 용매에 

대한 노출)에 의존하게 된다. 예를 들어 Moore가 보고 하기를 용액에서 

캐스팅한 나피온 필름은 단단하고 물에 잘 녹는다. 반면 용융 사출된 

필름은 유연하고, 상온에서 모든 용매들에 녹지 않으며, 반 

결정성이다[120]. 열처리후 또는 비점이 높은 용액으로 높은 온도에서 

용액 증발이 있은 후에는 용액 캐스팅 필름의 성질은 압출 멤브레인과 

성질이 유사해진다. Gebel 그룹에서 말하길 리캐스팅된 필름은 다소의 

결정화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극성 용액에서 불용성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열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열처리 후, 필름들은 높은 결정화도를 

갖는 것을 광각 산란으로 확인 하였다[121]. 열처리 과정은 유리 전이 

고분자의 결정화를 향상시킨다. Moore와 Martin은 캐스팅된 나피온 필름을 

높은 온도에서 열처리시 결정영역을 향상시킨다고 보고 하였다. Gebel은 

리캐스팅된 멤브레인은 적은 결정영역을 가지고 있고, 극성 용매에 

불용성의 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열처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하였다. 

구조적인 특성인 나피온의 불용성은 이러한 결정 영역과 연관이 있다. 

165 ℃에서의 열처리는 고분자의 결정화를 증가시키지만 필름의 투과나 

전기적인 특성에는 영향이 없다. 어떻게 결정 영역이 고분자 내의 친수성 

영역의 구조나 연결성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필름의 투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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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인 특성은 의존하게 된다. 다양한 필름에서의 결정화도는 4-18%까지 

다양한 값을 가진다. 잠재적으로 생각되는 결정화도의 불일치는 필름이 

얇아질수록 사출 될 때, 냉각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결정이 생성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된다. 나피온 내에서의 

물의 투과, 흡착 및 물의 SAXS 연구는 문헌상에 보고가 되어 있다. Figure 

7-2-1에서 보듯 나피온 내에서의 물의 흡착은 5 nm 의 거리를 나타내는 

강한 scattering peak와 잘 일치한다. 나피온 내에서의 물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물의 확산도 증가한다. 여러명의 연구자들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듯이 나피온 내에서 수분의 함량이 증가하면, 평균적으로 친수성의 

클러스터 사이즈가 커진다[122]. 열처리 과정은 나피온 내의 평형 수분 

함량을 증가시키므로, 고분자 내에서 클러스터 도메인이 커지고 더 낮은 

s쪽으로 친수성의 scattering maximum 이동하게 된다. 클러스터 크기는 

수분의 함량이 증가하더라도 변화가 없다. 열처리는 팽윤된 필름에서 

수분들이 그들 스스로 다르게 분포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러한 다른 

분포들이 물의 투과도 및 수소 이온 전도도의 변화를 설명하게 된다. 모든 

필름에서 아오노머 피크의 위치와 강도는 거의 비슷하다. 유사한 클러스터 

크기가 유사한 전도도 값들과 일치가 되지만 수분의 흡착과는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는 아마도 팽윤될 때, 클러스터들의 비 선형 팽창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클러스터에서의 물의 증가는 전자 밀도를 감소시킨다. 

클러스터와 둘러싼 매개체 사이에서의 작은 전자 밀도 차는 이온 산란 

최대값을 사라지게 한다. 물의 함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클러스터의 전자 

밀도는 클러스터를 둘러싼 매개체보다 점점 작아지고 클러스터의 크기는 

커지고 최대 위치에서 산란 최대값은 다시 나타난다. 브래그 스페이싱의 

변화는 거시적인 치수의 변화뿐만 아니라 ionic scattering maximum과 

연관이 있다. 브래그 스페이싱은 intercluster distance나 intra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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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와 연관이 있다. 격자 간격이 커지면 클러스터 크기도 증가한다. 

온도가 증가하면, ionic scattering maximum이 큰 s쪽으로 이동을 한다. 

온도에 따라서 distance나 short-range order distance가 감소한다. 어느 

경우이든 거리가 감소한다는 것은 클러스터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수분해되지 않은 고분자 (-SO2F) 로부터 WAXD 스캔을 한 결과 

어느 정도 결정화도가 있는 것을 알아냈다. 일반적으로 당량이 감소할수록 

곁사슬들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정화도의 양도 감소한다. 무정형의 

halo와 결정성 피크의 상대적인 강도로부터 계산한 결정화도의 양은 약 0-

40% 사이이다. 비록 결정화도가 가수분해에 의해서 다소 감소하더라도, 

가수분해된 고분자는 부분적으로 결정영역을 가지고 있다. 고분자 내에 

존재하는 이온 클러스터는 완벽하게 매트릭스 결정성 영역에 방해를 

받지는 않는다. 결정성을 반영하는 피크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270 ℃ 이상에서는 사라진다. 이러한 거동은 높은 결정성을 

가지는 polytetrafluoroethylene의 거동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결정성 

피크의 강도는 용융온도 근처를 제외한 다른 온도 구간에서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나피온의 용융점은 상당히 넓은 온도 범위에서 나타난다. N115의 

필름의 XRD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결정영역의 피크는 2θ= 16.7˚ 에서 

나타나고, 무정형 영역에서는 2θ= 13.9˚, 39.6˚에서 나타난다. 이와 

유사한 결과를 Figure 7-2-2에서 관측하였다. 물과 알코올에 의한 

멤브레인 팽윤에 의해서 야기된 구조적 변화들을 관측 하였다. 약 50 

vol % 용액이 팽윤된 멤브레인은 두 산란 maxima를 보여준다. 하나는 

멤브레인 내에서의 이온성 영역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멤브레인 내에서의 결정영역들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나타난다. 멤브레인 

내의 용액 함량이 증가하면 이 두개의 maxima의 위치는 더욱더 낮은 

scattering vector 값으로 이동을 한다. 이 위치의 이동은 멤브레인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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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용액 부피 분율에 선형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온 클러스터와 결정의 

특성을 나타내는 scattering maximum에 대응하는 브래그 격자를 맴브레인 

내에 있는 용액 부피 분율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용액 부피 분율에 대한 

격자 커브에 대한 기울기를 보니 물보다 다른 용매들을 사용했을 때, 이온 

클러스터를 나타내는 격자보다는 결정성 특성을 나타내는 격자에 대해서 

더 크게 작용한다. Ionic scattering maximum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구조 영역으로 비수용성의 용매들이 우선적으로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23]. 나피온 구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그룹의 다양한 연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Perfluorosulfonated ionomer membrane에 대한 

3개의 기본적인 특성은 특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1) 0.1 Å-1이라는 

momentum transfer vector (q)값에서 나타나는 scattering maximum은 이온 

그룹들의 응집과 연관이 있다. (2) q ~ 0.04 Å-1에서 나타나는 

scattering maximum은 구조의 결정 특성과 연관이 있고 (3) 매우 낮은 q 

영역 (q < 0.01 Å-1) 에서 나오는 것은 강도의 upturn이다. 맴브레인이 

물과 메탄올에서 팽윤될 때, 이온응집과 관련이 있는 scattering 

maximim은 강도가 증가하고, 낮은 q값쪽으로 이동한다[124]. 

맴브레인안에서 용액의 부피 분율이 증가 할수록, 이온성 피크는 낮은 q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간격은 벌어진다. 용액의 주어진 부피 분율에서 

이동하는 정도는 용액에 의존하게 된다. 이온성 피크 위치와 관련이 있는 

브래그 간격은 맴브레인에 의해서 흡수된 용액의 부피 분율에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Table 7-2-1에서 보듯이 다양한 나피온 멤브레인에 다양한 물-

알코올 혼합 용액을 함침 시킨 후 구조 분석을 한 결과, 메탄올 < 에탄올 

< 프로판올 순으로 d-spacing 값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멤브레인 

내에서 이온 클러스터의 크기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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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2-1. SAXS patterns of Nafion with respect to mixed sol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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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2-2. WAXS patterns of Nafion with respect to mixed sol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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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2-1. D-spacing of Nafion film socking mixed solvents 

Nafion film 

(㎛) 

Mixed solvents 

(Vol %) 

D-spacing 

(nm) 

200 

H2O100 4.28 

H2O75MeOH25 4.93 

H2O75EtOH25 5.38 

H2O75ProOH25 5.64 

600 

H2O100 4.16 

H2O75MeOH25 4.95 

H2O75EtOH25 5.6 

H2O75ProOH25 6.2 

1000 

H2O100 4.59 

H2O75MeOH25 5.01 

H2O75EtOH25 5.72 

H2O75ProOH25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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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분광학적 분석 (ATR- FTIR 및 FT-Raman) 

 

Gang Xie[125]그룹에서는 멤브레인 내에서 물 분자들에 있는 혼자 

있는 전자쌍들은 양이온이나 다른 물 분자들의 OH와 결합을 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OH 그룹또한 양이온의 산소 원자들이나 다른 물 분자들과 

결합을 할 수 있다. Bent, tri-atomic 물 분자는 3개의 근본적인 진동을 

가지고 있다. 두 개는 높은 주파수에서 나타난다. Figure 7-3-1에서와 

같이 OH 스트레칭 모드 νs(OH)와 흡착하는 νas(OH)는 3756-3200 nm-1에서 

나타난다. 나머지 진동은 낮은 주파수 각 변형이나 굽힘 모드로 δ(OH)는 

1620 cm-1에서 흡착이 일어난다. 수소 결합의 강도에 따라서 ν(OH)의 

주파수는 감소하게 되고, 수소 결합에 따라 δ(OH)의 주파수는 증가하나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 설폰기의 S-O 스트레칭 모드 (νSO3
-)는 약 

1060 cm-1에서 나타난다. 최대 흡착이 일어나는 위치나 밴드의 강도는 

양이온의 성질과 수화정도에 의존한다. 순수한 벌크 상태의 물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두 종류의 넓은 흡착 밴드가 3700-3000 cm-1와 

1600-1700 cm-1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각각 멤브레인 내부의 물 분자들의 

OH 그룹의 스트레칭과 굽힘 진동이다. 1100~1350 cm-1에서 나오는 매우 

넓고 강한 흡착 밴드는 CF2와 CF3 스트레칭의 겹침 때문이다. 982 cm-1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흡착 밴드는 C-F 스트레치 진동때문이다 (-CF2-CF-CF3). 

2350 cm-1에서 나오는 흡착 피크는 골격 모드 (C-F 스트레칭 진동)의 

overtone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맴브레인 내에서 물 분자들의 하이드록실 

프로톤은 두개의 분광학적으로 구분되는 프로톤으로 구분해야 한다. 3680 

cm-1에서의 피크는 수소 결합과 관련이 없는 OH 그룹 때문이다. 3550 cm-

1에서의 피크는 양이온의 친수성이 증가 할수록, 증가한다. 알카리 

금속이온 형태의 멤브레인에서 3680 cm-1에서의 피크는 너무 약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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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을 측정 할 수 없다. 양이온의 친수성이 감소하면은 맴브레인 내에서 

친수성과 소수성 도메인들 사이에서의 계면 면적은 증가한다. 또한 

양이온의 친수성이 감소하면은 이온-물 간 클러스터 크기는 감소한다. 

양이온의 형태나 수화도 나피온 멤브레인 내에서 SO3
- 대칭적인 

스트레치의 진동 주파수나 밴드폭에 영향을 미친다. 각각의 SO3
- 그룹은 

가까운 양이온들로부터 물에 의해서 보호받게 된다. 설폰기의 대칭적인 

스트레칭 진동 모드는 양이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양이온과 설폰기 

사이의 결합력은 알카리 금속이온인 경우 다음 순으로 나타낸다. 

(Li>Na>K>Rb>Cs) 

Ostrowska [126]그룹은 프로톤으로 치환된 충분히 수화된 나피온 

멤브레인에서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의 변화가 생긴다고 했다. 1700 cm-

1에서 수화된 물의 OH 굽힘 진동 밴드는 감도가 감소한다. 3650-2800 cm-

1에서 물 분자의 OH 스트레칭 진동 밴드는 감도가 감소한다. 2000 cm-1에서 

나타나는 연속적인 흡착 피크는 사라지고, 3650-2800 cm-1에서 새롭게 

겹쳐지는 흡착 밴드가 나타난다. 1060 cm-1에서의 피크의 감도는 감소하고, 

920, 1425 cm-1에서 새로운 흡착이 나타난다. 1425 cm-1에서의 밴드는 –

SO2OH 그룹의 S=O 본드의 비대칭적인 스트레칭 진동이다. 1060 cm-1에서의 

밴드는 – SO3
- 이온의 대칭적인 스트레칭 진동이다. 920 cm-1에서의 밴드는 

– SO2OH 그룹의 하나의 S-O 본드의 스트레칭 진동이다. 3000, 3080, 및 

3220 cm-1에서의 최대를 가지는 밴드는 – SO2OH 그룹이나 H2O 분자들을 

포함하여 수소 결합에서의 O-H 본드의 스트레칭 진동이다. 1425 cm-

1에서의 밴드는 분해되지 않은 설폰기와 연관이 있다. 무수히 많은 트라이 

플로로 메탄 설폰기산들의 IR 스펙트럼에서, νas(SO2) 밴드는 1420  

cm-1에서 나타난다. 이경우에 1425 cm-1에서의 밴드는 R-SO2-O-SO2-R 형태의 

많은 구조를 나타내지 않고, 1500-1400 cm-1의 영역에서 이중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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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Gramstadt 그룹[127] 은 트라이플로로메탄 설폰산의 이중선을 

1471, 1460 cm-1에서 관측하였다. – SO2OH 그룹에서 S=O의 대칭적인 

스트레칭 진동의 밴드는 1200 cm-1에서 관측이 된다. 1060 cm-1에서의 

배정된 밴드는 – SO3
- 이온들의 대칭적인 스트레칭 진동이며, 건조되는 

과정에서는 이 피크의 감도는 감소한다. 920과 1425 cm-1에서의 밴드는 

해리되지 않은 설폰 그룹의 일부를 의미한다. 1200 cm-1에서 – SO3
- 이온의 

비대칭적인 스트레칭 진동을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C-F 스트레칭 진동 모드의 밴드에 의해서 모호하기 때문이다. 920 

cm-1에서의 밴드는 – SO2OH 그룹의 S-O 본드의 스트레칭 진동이다.  

Kujawski[128]그룹에서는 나피온 내에 있는 설폰기들은 물이나 

알코올들에서 유사한 거동을 한다고 보고했다. 1개나 여러 개의 알코올 

분자들에 의해서 설폰기들이 양이온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물과 2-

프로판올의 영향 사이에서의 차이는 이온기들과 접촉할 때, 분해시킬수 

있는 각각의 능력이다. 분해 과정은 접촉한 이온 쌍들의 분리가 되고 

(흡열 과정), 이온들의 용매화되는 것 (발열 과정)을 포함한다. 낮은 유전 

상수 때문에 용액으로써의 알코올은 낮은 분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산도가 커질수록, 매개체내에서 대응하는 염의 분해를 더 잘 시킨다. 

나피온도 강한 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tetrafluoroethylene 

sulfonic acid의 분해를 잘 시킨다.  물과-알코올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훨씬더 복잡하다. 두개의 용액이 수소 결합에 화학적 효과가 있다면, 두 

종류의 다른 이온 용매화 능력 뿐아니라, 시스템(물, 알코올 분자들, 및 

설폰기 싸이트들)에 존재하는 다른 수소 결합 acceptor들 사이에서의 

조성에 의존하는 경쟁을 해야 한다. 양이온들은 설폰기의 분극을 변화게 

하고, 그들의 용매화를 통해서 용액 함수율에도 기여한다. 건조된 

멤브레인과 비교해 봤을 때, 알코올에서는 1200 cm-1 에서 비대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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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칭 피크의 큰 이동이 나타난다. 나피온내에서 νas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건조된 멤브레인 < 물 < 에탄올 ≅  2-프로판올 순으로 변한다.  

알코올과 같은 유기 용매는 이온 쌍들의 분해를 유발시킨다. 물과 

알코올을 섞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2-프로판올 분자들이 

플로오로 이써 도메인들과 같이 멤브레인 내에서 덜 친수성인 부분들과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안하였다. UV부터 가시광선 및 NIR까지 

5가지 다른 여기된 레이저 선을 이용하여 나피온의 라만 스펙트라를 

관측하였다. 라만 윈도우로부터 fluorescent excitation이나 exclude를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레이저 선을 사용한다. 형광 문제가 가시광선에서 

여기와 함께 나타난다. 테프론은 나피온과 유사하며, 테프론 내에서의 

반복 단위 [-CF2CF2-]는 나피온의 분자 구조에서 존재하며, Figure 7-3-2 

에서와 같이 기본적인 진동 밴드는 731, 1216, 1297, 및 1377 cm-1에서 

나타난다. 805, 971, 1060, 1180, 및 1360에서 나타나는 5개의 추가적인 

밴드는 나피온의 곁가지들의 진동 모드와 연관이 있다. 600-1500스펙트럼 

범위내에서 나피온의 기본적인 라만 피크들을 분석한 것이다. 나피온과 

테프론내에서 731, 1297, 1377, 및 1216 cm-1에서 진동 밴드가 나타난다. 

1060 cm-1에서의 라만 산란 밴드는 – SO3
-의 스트레칭 진동[129]과 연관이 

있다. 805와 971 에서의 피크는 C-S와 C-O-C의 각각 대칭적인 스트레칭과 

연관이 있다. Yuichiro Tabuchi[130]의 보고에서는 주된 특징적인 

밴드로서, 570 cm− 1 [ν(CF2)], 730 cm
− 1 [νs(CF2)], 805 cm

− 1 [ν(C– S)], 

970 cm− 1 [νs(C– S)], 1060 cm− 1 [νs(SO3
− )], 1210 cm− 1 [νas(CF2)], 

1300 및 1380 cm− 1 [νs(C– C)], 그리고 3000– 4000 cm− 1 [ν(OH)]와 같다. 

상대 습도가 증가 함에 따라서 3000과 4000 cm-1 에서 나오는 피크의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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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3-1. ATR-FTIR spectra of Nafion with respect to mixed 

sol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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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3-2. FT-Raman spectra of Nafion with respect to mixed 

sol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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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열적 거동 특성 분석 (DSC) 

 

고온에서의 열적거동 

 

Stark weather[131]은 다른 분자량(1100-1500)을 가진 

perfluorosulfonic acid ionomer의 용융점(or loss of crystallinity 

peaks)이 207-249 ℃사이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DSC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Moore와 Martin[132] 은 50-300 ℃까지 Na+ form의 나피온 117의 

DSC연구를 통하여 150과 260 ℃에서 두 개의 endothermic peaks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두개의 peak은 각각 matrix와 ionic 

cluster transitions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Stefanithis와 Mauritz[133] 

는 acid form-나피온의 DSC연구를 통하여 두개의 relaxation peak을 

관측하였다. 145 ℃에서 나타나는 thermal transition 결과는 mechanical 

dynamics analysis로 관측된 결과와 일치하며 이것은 ionic cluster들의 

transition과 관련된 것이고, 230 ℃에서 나타나는 high temperature 

peak은 결정영역들의 용융과 관련이 있다. 이런 유사한 결과들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나타난다. 물을 함유하고 있는 proton 형태의 나피온 117 

필름은 각각 115 ℃ 와 230 ℃에서 강하고 약한 DSC endothermic peak들이 

나타난다고 de Almeida와 Kawano[134] 가 보고를 하였다. Na+ 형태일 때는 

122 ℃와 230 ℃에서 각각 강하고 약한 peak들이 나타난다. 1차 

scan이후에 높은 온도에서 나타났던 peak은 사라지고 3주 동안 aging을 

시킨후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낮은 온도에서 나타났던 peak는 1차 

scan이후에 사라지지만, 몇시간 동안 aging을 시킨 후 측정한 결과 더욱더 

높은 온도로 이동하여 나타난다. 낮은 온도에서 나타나는 peak은 이온 

클러스들의 파괴가 아니라 transition으로 정의를 하였고, 높은 온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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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피크는 아이노머의 결정 용융과 연관이 되어 있다. Sun과 

Thrasher [135] 그룹에서도 이와 유사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상온에서 

600 ℃ 사이의 온도 구간에서 나피온 117-acid form의 필름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 이온 클러스터 전위 (100 ℃)와 결정영역의 용융 

(220 ℃)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DSC를 측정한 결과 105 ℃와 

150 ℃에서 각각 피크가 나온다. 하지만 2차 스캔에서는 이 두 피크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아직도 나피온 내부에 수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조된 샘플의 높은 온도에서의 거동은 

약 200 ℃에서 관측이 되며, 이것은 결정 도메인들의 용융과 관련이 있다. 

이 열적 거동은 2차 스캔에서도 관측이 된다. 결정 영역의 용융을 

위해서는 280 ℃까지 열을 가해줘야 한다. 맴브레인 내에 수분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샘플들의 결정화도는 감소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고분자 

내부에서 수분들이 가소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다[136]. 두가지 열적 전이 (endothermic events)는 나피온내에서 

기계적 완화가 일어나는 Tβ와 Tα의 온도에서 일어난다[137]. Eigenberg 

그룹 [138]에서는 이러한 endothermic peak은 매트릭스 (140 ℃)와 ionic 

domain (240 ℃)의 유리 전이 온도라고 보고 하였다. 두개의 endothermic 

peak은 각각 150 ℃와 260 ℃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각각 매트릭스 

(Tg,m)와 ionic domain (Tg,c)의 유리 전이 온도이다. 높은 온도에서의 

endotherm의 위치는 공정 조건이나 상대 양이온에 따라서 변한다. 

Recast된 나피온의 Tg,c 의 감소는 클러스터 상 안에 존재하는 이온 그룹의 

작은 분율 때문이다. 클러스터 상에 있는 이온기들이 결합되어 있지 

않거나, 매트릭스 내에서 고립된 이온 쌍으로 존재해서 클러스터 전이에 

기여하지 않는 다고 가정 할 수 있다. 나피온 멤브레인에 대한 de 

Almeida와 Kawano[139]에 의해서 연구된 DSC 연구는 처음으로 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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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할 때, 두 개의 endothermic peak가 각각 120, 230 ℃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하였다. 120 ℃에서의 피크는 재 가열하는 동안 나타나지 않지만, 

샘플을 열처리 시키면 점점 나타난다. 이 피크는 상대이온과 수화되는 

정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내에서의 order-disorder 

transition으로 명명하고, 230 ℃에서의 피크는 나피온 내에서의 결정들의 

용융온도라고 명명한다. Moore와 Martin은 아이오노머의 당량에 의존하는 

2, 3개의 endotherm을 관측하였다. 낮은 온도의 endotherm (150-180 ℃)은 

매트릭스의 유리 전이 온도와 연관이 있고, 두번 째 endotherm (270-

300 ℃)은 ionic domain의 유리 전이 온도와 관련이 있다. 높은 당량을 

가지는 아이오노머는 335℃에서 endotherm을 보이는데 이것은 PTFE 형태의 

결정들의 용융점이다.  

 

저온에서의 열적 거동 

 

0 ℃근처에서의 나피온 필름의 DSC 거동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Escoubes 그룹[140] 은 -60에서 10 ℃사이에서 

산형태의 나피온 1200 필름을 가지고서 실험을 하였다. 15% 정도의 물을 

함유하고 있는 멤브레인에서 물의 용융점이 0 ℃근처에서 endothermic 

peak이 나타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물이 함량이 낮아 질수록 

peak은 broad하게 되고 낮은 온도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물의 함량이 8% 

미만에서는 물에 관한 peak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Kawano[141] 그룹에서는 나피온 117 필름을 다양한 양이온 (Mg2+, Ca2+, 

Sr2+, 및 Ba2+)으로 치환을 시킨 후 분당 10 ℃씩 승온을 시키면서 -50-

350 ℃의 온도 구간에서 관찰을 하였다. 두 개의 전이 peak이 관찰되었다. 

하나는 -30-40 ℃의 온도에서 나타났으며 물의 용융과 연관이 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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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에서 나오는 peak은 이온 클러스터 내의 수분의 손실과 고분자의 

수축에 의해서 나타난다. 저온에서의 전위는 2차 승온 과정에서는 

관측되지 않는다. 아마도 수분들이 재 응집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Freezable water의 양을 정량적으로 구하기 위하여 Asaka 

그룹에서는 -35-20 ℃ 온도에서 분당 1 ℃씩 승온을 시키면서 나피온 

117의 거동을 DSC로 관측하였다. Freezable pore water의 두 개의 용융 

endothermic peak이 관측되었다. -4 ℃ 에서 브로드한 피크가 0 ℃에서는 

날카로운 피크가 관측되었다. 다른 상대이온을 가지고 있는 맴브레인의 

freezable water를 분석한 결과, Li+ 이온일 때는 freezable water의 양이 

16%이고, Na+ 이온일 때는 21%, 다른 양이온(K+, Cs+, Ca2+, Mg2+, Ba2+, 

(CH3)4N
+, 및 (CH3CH2)4N

+)인 경우에는 10-14% 정도를 함유하고 있다. 

테트라프로필 또는 테트라 암모늄 이온인 경우에는 freezable water의 

양이 2% 미만이다. 저온에서의 나피온 맴브레인의 열적 거동에 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고, 특히 -100 ℃에서 메카니컬 연구에 의해서 

관측되는 γ-peak에 관한 정보는 없다. 수분이 나피온 멤브레인의 열적 

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유용하다. Figure 7-

4에서는 물과 물-유기 용매의 혼합 용매 (물-메탄올, 에탄올, 및 2-

프로판올)에서의 나피온 117 멤브레인의 저온도에서의 열적 전이 거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기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나피온안에서의 freezable 

water의 양을 측정하였다. 나피온 주사슬의 유리 전이 온도는 0 ℃ 

이하에서 관측이 되며 동적 기계 연구에서의 γ 피크와 일치한다[142]. 

나피온의 이온 클러스터 구조 내에서 결합하고 있는 freezable 물 

분자들은 용융 온도의 감소를 유발시킨다. 왜냐하면 고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상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143]. 나피온 내에 있는 이온 

채널들이나 이온 클러스터 내에 freezable pore water가 존재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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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thermic이나 endothermic 피크가 나타나게 된다. 충분하게 수화된 

멤브레인은 나피온과 관련되어서 3가지 형태의 수분이 존재하게 되며 

DSC측정으로 규명을 하였다. 첫번째는 non-freezable pore water라고 하며, 

이온 클러스터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Slufonic 그룹들과 결합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freezable pore bound water라고 하며, 이온 그룹들과 

고분자 매트릭스에 약하게 결합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free water는 

고분자 사슬들과 결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크 상태의 물과 같은 

거동을 보인다. DSC 커브내에서 endothermic peak은 freezable pore water 

때문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나피온 내의 freezable pore water content 

(Wf)은 DSC에서 나오는 피크의 면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3차 증류수의 

용융 엔탈피 값 (334 Jg-1)이 사용되어서 freezable pore water 

content값을 계산 하였다[144]. 나피온 117 멤브레인을 물 및 물-알코올 

용매의 혼합액 (물-메탄올, 물-에탄올, 물-2프로판올, 75:25)에 담근후 

DSC를 측정한 결과 저온에서 다른 열적 거동을 보인다. 

메탄올<에탄올<프로판올 순서대로 피크는 낮은 온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물의 결정화 및 용융 피크 면적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알코올 

용액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온 그룹들을 solvation하고 있는 물분자를 

대체하게 되므로 멤브레인 내부에서의 freezable water의 양은 증가하게 

된다. Free water는 고분자의 자유 부피 안에 존재하고, 물의 어는점에서 

얼게 된다. 그러나 bound water는 수소 결합에 의해서 고분자 사슬과 

결합을 하고 있다. 고분자 사슬들의 운동성 및 투과도 같은 transport 

성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 IPMC의 구동은 bound water uptake와 관련이 

있고 이것의 이동현상과 연관되어 있다. IPMC의 구동은 외부 전압에 

의해서 유도되는 water migration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온도에 의존하는 

두 가지 수분은 반대적인 경향을 보인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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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있는 bound water의 평형 흡착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free 

water의 양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멤브레인 내에서의 물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DS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차 증류수를 측정 

한 결과 0 ℃ 근처에서 날카로운 endothermic peak이 나타났다. 

Proton형태의 나피온 내부안에 함침되어 있는 물은 brorad한 endothermic 

peak이 -40 ℃에서 0℃ 사이에서 나타난다. 물과 섞여있는 유기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broad한 endothermic peak이 달라진다. 멤브레인 내부에는 

두 가지 형태의 물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나는 free water이고 

다른 하나는 bound water 이다. Free water는 고분자에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endothermic peak이 0 ℃ 근처에서 나타난다. Bound water는 

고분자와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에서 얼지 않는다. 나피온 

117-물 시스템인 경우에는 멤브레인 안에 있는 대다수의 물들이 sulfonate 

group과 counter cation들과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다. Freezing water는 

DSC endothermogram에서 관측이 된다. Nonfreezing water는 맴브레인 

내에서 freezing water를 제외한 모든 물을 포함한다. Freezing water는 

free water와 weak-bound water를 합한 것이다. Nonfreezing water는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거의 모든 freezing water는 weak-bound water라고 

고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endothermic melting peak의 완료가 0 ℃ 

아래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맴브레인 내부에 있는 freezing water와 

Nonfreezing water의 양을 계산 할 수 있다. Freezing water은 전체적인 

물의 함량에 전체적으로 비례한다. 두 가지 물은 외부 전압에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고분자 사슬에 대한 물 분자들의 수소 결합력과 

열역학적인 친화도가 정전기력과 물의 이동에 의한 역학적인 쉬어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Table 7-5에서는 다양한 값들을 

계산하여 정리하였다.  



 

 165 

 

Figure 7-4. (a) DSC endothermic curves of Nafion membrane and (b) 

Freezing and non-freezing water content of membrane with different 

mixed sol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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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5. Freezing and non-freezing water content of membrane with 

different mixed solvents. 

solvent 
α  

(J/g) 

β =Δ Hm 

(J/g) 

γ  

(wt%) 

FWC 

(wt%) 

FWC 

(%) 

 

H2O100 

 

334 

 

23.33 

 

41 

 

7 

 

16 

H2O75MeOH25 334 40.71 55 12 20 

H2O75EtOH25 334 61.68 95 19 19 

H2O75ProOH25 334 89.92 122 27 22 

      

α : melting enthalpy of water 

β : melting enthalpy of hydrated membrane 

γ : water content of membrane 

FWC : freezable of water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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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열적 거동 특성 분석 (TGA) 

 

Surowiec와 Bogoczek[145] 은 TG-DTA 분석을 통하여 공기중에서의 

나피온 필름의 열적 안정성을 연구하였다. Figure 7-5에서와 같이 프로톤 

형태의 나피온은 3 단계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난다. 첫번째로 수분은 50-

180 ℃에서 분해되고 두번째로 설폰기들은 310-380 ℃에서 분해되며, 

마지막으로 420-590 ℃에서 불소계 매트릭스의 산화 파괴가 발생한다. 

혼합 용액의 종류에 관계없이 비슷한 열적 거동을 보인다. 산과 알카리 

금속으로 치환된 나피온 멤브레인의 분해되는 초기 및 시작 온도의 

경향성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유기 용매를 함침 한 경우에도 열적 특성은 

비슷하다. 

 

H+<Li+<Cs+<Rb+<K+<Na+ 

 

분해 온도는 Li+이온을 제외한, 양이온의 크기에 반대로 의존하게 된다. 

양이온의 크기가 작을수록, 나피온 멤브레인의 열적 성질은 향상된다. 

양이온의 전하 밀도 및 양이온과 설폰기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 

양이온의 이온 반경이 증가 할수록, 전하 밀도, 수화 껍질 및 설폰기와의 

상호작용도 감소한다. 나피온-H+, Li+에 대한 예외는 그들의 큰 수화 

에너지에 의해서 설명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상당한 양의 물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146] 전하 밀도를 감소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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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5. Weight loss curve of Nafion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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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열적 거동 특성 분석 (DMA) 

 

Kyu 및 Eisenberg에 따르면, α 피크 온도는 중립화되는 정도 및 

결정화도에 영향을 받는다. 만약 이 두개의 값이 같다면, 상대 이온의 

형태에 영향을 받게 된다. 흡수된 알코올은 α 전이보다는 β 전이 피크에 

기여한다. α와 β 피크들은 흡수된 물의 영향을 받는다. 물을 흡수한 

샘플의 β 전이 피크는 낮은 온도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작아지지만, α 

피크는 높은 온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피크의 강도는 증가한다. 

알코올을 흡수한 샘플의 β 거동은 넓어지고, α 피크와 합쳐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들로 β 거동은 이온기들을 포함하고 있는 분자들의 운동과 

연관되어 있다고 제안할 수 있다.  

Yeo[147]는 산에서 α 전이에 대한 동역학적인 거동은 유리 전이에 

기인한다고 보고한다. Figure 7-6에서와 같이, 물 분자들은 피크의 크기나 

위치에 적은 영향을 준다. 물은 PTFE 사슬과는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온기 영역에서는 강하게 결합을 할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 α피크 

위치에 대한 물의 효과는 연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리 전이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염들이 수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건조된 상태에서의 β 

피크는 1 Hz, 23 ℃에서 발생하고, 수분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낮은 

온도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러한 거동의 형태는 특정한 거동완화를 

책임지고 움직이는 작용기들의 고유한 성질의 변화이거나, 아니면 

작용기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장벽의 변화이거나, 혹은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피온에선 3번째 가능성이 존재한다. 극성기들이 

클러스터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극성 영역의 유리 전이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 α피크는 물에 덜 민감하고, 유리 전이와 같다. Ether 

oxygen이나 물-ether complex와 같은 극성기들이나 이온 영역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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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β피크는 감지가 된다. Boyle[148]는 4 개의 

전이 피크 (α, β, γ, 및 δ)를 -195-125 ℃의 온도 범위에서 관측 했다. 

이러한 피크들은 불소 탄소 매트릭스의 유리 전이, ether 측면 기의 완화 

거동, -CF2- 주사슬의 국부적인 근거리 움직임, 및 – SO2F기의 회전 등과 

연관이 있다. 산 형태의 나피온에서 3 개의 완화 거동 피크 (α, β, 

γ)는 -160- 150 ℃의 온도 범위에서 관측이 되었다. 다양한 알카리 

염으로 중성화 시켰을 때, α와 β 영역의 피크의 온도는 100 ℃이상으로 

증가하지만 γ피크는 본질적으로 거의 같게 유지된다. β  피크는 물의 

영향을 강하게 받지만, α 피크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α, β, γ는 

각각 불소 탄소 매트릭스의 유리 전이, 이온 도메인들의 완화 거동, 

그리고 – CF2-주사슬의 근거리 분자 움동으로 각각 부여된다. 전구체에서 

– SO2F 그룹의 회전 운동과 관련있는 δ 피크는 나피온-산 형태의 필름의 

유전실험이나 비틀림 실험에서 관측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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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6. TGA curve of Nafion membrane with respect to mixed 

sol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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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기계적 특성 분석 (UTM) 

 

나피온은 소수성인 부분과 친수성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의 흡착과 탈착은 나피온 필름의 기계적, 전기화학적 거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습한 조건에서는 친수성 부분들이 분리가 되어 나노 

크기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물을 함유하게 되며 아이오노머를 팽윤시킨다. 

반결정성의 소수성 매트릭스와 친수성의 이온 클러스터 사이에서 마이크로 

상분리 모폴로지는 나피온에서 고유한 성질을 (높은 프로톤 전도도, 낮은 

전자 전도도, 좋은 기계적 성질 및 낮은 가스 투과도) 부여한다. 나피온의 

기계적 거동은 강하게 수화되는 정도에 의존한다. 아이오노머의 

relaxation과 creep은 time-dependant한 거동을 보인다. 나피온의 stress-

relaxation은 구조에 도입된 수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고분자의 크립은 

일정한 하중하에 있는 변형에서 time-depedanat하게 증가하고 심지어 

상온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텐사일 테스트는 영률 값, yield strength, 

break stress, 및 break strain을 결정하기 위해서 실행된다. 온도가 

낮아지면서 stress-strain curve는 tensile strength가 증가하는 것과 

같이 선형적으로 위로 올라간다. 온도가 증가하면 elongation at break는 

증가한다. 습도가 증가하면, 더욱더 많은 수분들이 친수성인 클러스터에 

모이게 되어 이온간의 결합력은 약하게 되고 기계적 안정성은 변한다. 

습도가 증가 할수록 인장 강도는 감소한다. Break stress나 elongation at 

break point는 습도 변화에 덜 영향을 받는데 아직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습도보다는 온도가 나피온의 기계적 물성에 훨씬더 영향을 미친다. 

높은 온도나 상대적으로 높은 습도는 낮은 영률값을 유도한다. Figure 7-7 

에서와 같이, 물은 매우 낮은 유리 전이 온도 (-130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은 양만 존재해도 좋은 가소제 역할을 한다. 물이 존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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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사슬과 사슬간 2차 결합력 사이의 간섭이 분자간 결합력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사슬들은 더욱더 유동성을 얻게 되고 자유부피는 

증가하게 되며 유리전이온도와 강도를 감소시킨다[149]. 비록 나피온의 

유리전이 온도가 100-150 ℃ 사이라고 하지만, 온도가 증가하면 무정형 

도메인 (높은 강도)이 감소하고 낮은 영률 값을 가진다. 수분은 나피온 

내에서 가소제 역할을 한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친수성의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안정화시키면서 stiffening한다. 매우 낮은 습도에서의 기계적 

강도의 증가는 설폰기 사이에 있는 수소 결합과 수화가 형성되면서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나피온 117의 tensile stress-strain거동은 strain 

rate, 양이온, 분자량, 무기 충진재의 효과와 관련해서 실험되었다. 

Yielding property는 strain rate의 변화에 의해서 변한다. 나피온 필름의 

stress-strain curve는 yield strain후의 strain에서 변차가 커진다. 

Kawano는 다른 용액의 함유와 다른 양이온을 가지고 있는 나피온 117 

멤브레인의 stress-strain curve를 DMA장비로 측정하였다. 물의 함량이 

증가하거나, 낮은 carbon 알코올을 첨가했을 때, 나피온의 모듈러스는 

감소한다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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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7. Young’ s modulus of Nafion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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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전기적 특성 분석 (Impedance) 

 

Okada[150]는 멤브레인의 전도도는 이온들의 이동뿐 만 아니라, 

미세한 멤브레인 채널 구조내에서 이온과 물의 결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이온 투과는 두가지 방법에서 물의 투과를 동시에 향상 

시킨다. 첫번째 효과는 정전기적 효과이다. 전하-분극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우세하다. 어느 시간당 양이온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물의 양은 

유지가 된다. 두 번째 효과는 이온의 크기로부터 나온다. 양이온이 

이동함에 따라 물은 멤브레인 채널안에서 떠밀려 지게된다. 양이온이 

커질수록, 배제 부피효과에 의해서 더욱더 많은 물들이 이동하게 된다. 

물의 투과 과정은 표면 전하 밀도, 양이온의 수화 엔탈피, 및 멤브레인 

내의 수분의 함량과 관련이 있다. 프로톤은 다른 양이온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메커니즘으로 이동을 한다. 나피온의 미세 다공 구조는 Xie와 

Okada[151]에 의해서 계산이 되었다. 고정된 전하 이론을 사용하여 계산 

하였으며, 그것은 양이온에 의존하며, 크기는 0.76에서 1.3 nm이다. 

양이온과 물분자들의 분극 사이에서의 정전기적인 상호작용과 양이온의 

크기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Asada[152]는 나피온 내부의 물의 

상태와 알카라인 양이온을 함유하고 있는 멤브레인의 이온 전도도를 

연구하였다. 이온 전도도는 양이온의 크기 및 DSC에 의해서 측정된 

freezable water content에 의존한다. Non freezable water는 설폰기들과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다. Ana Siu[153]는 나피온 내부에서 프로톤 전도 

메커니즘을 수십년동안 연구해온 주제이다. Proton hopping (Grotthus 

mechanism)과 vehicular diffusion이 포로톤 이동에 우세한 모드로 

믿어지고 있다 [154]. 전도에 대한 Grotthus mechanism의 기여도는 물로 

팽윤된 기공내의 가운데서 발생한다는 것과, 프로톤의 이동도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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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매우 크다는 것이다[155]. 반대 의견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한다. Grotthus과 vehicular conduction 사이에서의 차이는 

명확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프로톤을, 물과 고정된 것과, 자유로운 것들 

사이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양자화된 클러스터 H3O
+, 

H5O2
+나 H9O4

+는 유동성이 좋으나 수명이 짧다. Kreuer[156]는 수소 결합의 

파괴와 형성은 1011 s-1라는 속도에 발생한다고 계산 했다. Grotthus 

mechanism는 프로톤의 이동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메커니즘이 

제외되기 때문에, 나피온 멤브레인을 통한 알카리 금속 양이온의 이동은 

매우 느릴것이다. 물은 프로톤 교환 멤브레인을 통하여 프로톤의 이동에 

필수적이다. 이온 전도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멤브레인에서의 전하 

캐리어들의 농도와 이동도이다. 프로톤 이동도는 다음 식에 의해서 계산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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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는 페러데이 상수이고, σ는 멤브레인의 프로톤 전도도이다. 계산된 

프로톤 이동도는 0.85 X 10-3 cm2s-1V-1 이다. 벌크 물 상태에서 프로톤의 

이동도가 큰 것은 vehicular mechanism에 Grotthus mechanism이 

추가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벌크상태의 물과 멤브레인 내에서 프로톤 

이동도의 차이는 고분자 시스템내에서 프로톤이 이동하기에 복잡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프로톤의 이동도는 수분의 부피 분율과 연관이 있다.  

Figure 7-8에서는 다양한 두께의 나피온 멤브레인의 이온 전도도를 측정

하였다. 그 결과 두께에는 큰 영향을 안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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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8. Ionic conductivity of Nafion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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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온성 액체 및 유기 용매를 함침한 IPMC의 구동  

 

IPMC의 용매로 사용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인은 점도, 증기압, 

전기적 안정성, 유전 상수 및 친수성과 같은 성질이다. 용매의 점도는 

직접적으로 변형 속도와 관련이 있다. 클러스터의 안과 밖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저항 만 아니라 자유 이온들의 이동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직류/교류 전압이 가해지는 어떤 시간 내에서, 높은 용매의 

점도는 반대 방향으로의 완화를 최소화시킨다. 증기압은 공기 중에서 

구동을 할 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구동하는 동안 증발은 구동 성능을 

상당히 저하 시키기 때문이다. 향상된 전기 안정성은 구동 전압하에서 

용매의 분해를 방지하고, 넓은 전압 범위에서 성능을 증가시킨다. 용매의 

유전 상수의 증가는 높은 이온 전도도를 유발한다. 이러한 성질들은 구동 

성능의 크기, 한계 및 구동 수명에 기여한다. 특히 아이오노머 형태 

내에서 용매의 용매화시키는 힘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157]. IPMC 

내에서 전하 이동의 안정성의 최적화와 전하 축적은 구동성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온기들의 응집은 건조된 상태에서는 물리적 가교 

역할[158] 을 하고, 친수성의 용매로 팽윤이 되었을 때는 100 mS/cm의 

전도도를 가지면서 이온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159]. Bennet과 

Leo는 양이온의 크기 및 나피온과 상호작용을 하는 이온성 액체는 

형태학적인 안정성, 전하 이동, 이온 전도도 및 구동 속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관측하였다[160]. 소수성의 이온성 액체와 함께 있는 나피온-

IPMC는 PTFE 매트릭스를 팽윤시키고, 클러스터 네트워크의 파괴를 

유도한다. 이러한 멤브레인과 용매의 결합을 통한 형태학적인 안정성의 

부족은 이온 전도도를 감소시키고 낮은 구동 속도를 초래한다. 플레미온-

IPMC도 환경에 안정한 용매로써 글리세롤 및 다양한 이온성 액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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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 연구되었다[161]. IPMC를 갭슐화하는 방법이나 비휘발성 용매의 

도입은 구동 성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반대방향으로의 완화를 

감소시키면서 공기중에서 구동 수명을 증가시킬수 있다[162]. Akle과 

Leo는 전극의 연구에서 IPMC 용매의 점도 감소와, 함수율의 증가는 반응 

속도의 향상을 유발한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왜냐하면 이온들의 

이동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물을 기본으로 하는 플레미온 IPMC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관측되었다. 구동 속도와 변위당 전하는 양이온의 크기 및 

IPMC내에 있는 freezable water의 양과 관련이 있다. 플레미온이나 

나피온에서 가장 이상적인 전극 재료들로 이러 조건에서의 실험에서 back-

relaxation를 증명하지는 못했다. 나피온과는 다르게 플레미온은 직류 

전압을 가해도 구동의 반대 거동이 관측되지 않았다. 다른 구동 특성은 

고분자 주사슬에 결합되어 있는 음이온들의 다른 pKa 값에 의한 

요인이라고 여겨진다. 나피온 설포네이트 염의 pKa는 trifluoromethane-

sulfonic acid와 유사하며, 그 값은 -6 정도이다. 반면에 

trifluoromethane-acetic acid와 유사한 카르복실레이트 염의 pKa는 0.5 

이다. 직류 단계 구동시, 다량의 양이온들은 cathode 계면 층에 있는 

클러스터로 들어가게 된다. 결합되어 있는 음이온의 강한 산도가 큰 

분극을 유도하고, 다량의 전하들이 재배열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증가시킨다고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재배열은 정전기적-삼투압을 

감소시키고, 반대완화 구동을 나타나기 하기 위해서 cathode에서 다량의 

용매들을 밀어낸다. Nemat-Nasser[163]는 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롤, 및 

크라운 이써를 물대신하는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용액의 함수율이 

증가하고, 전기분해 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압을 받는다. 공기중에서 

구동하는 시간은 증가하지만 구동 속도는 감소한다. 물을 용매로 사용한 

경우, 초기 반응속도는 수초이내로 빠르다. 가해지는 전압은 전기 분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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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기 위해서 상온에서 1.3 V로 제한이 된다. 또한 공기중에서 증발을 

한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응용하는데 한계로 작용을 한다. 

다른 종류의 용액을 사용하면, 이온 이동도가 감소해서, 반응 속도를 

감소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롤, 및 크라운 이써와 

같은 유기 용매들은 물보다는 점도가 높다. 어떠한 부작용 없이 

공기중에서 2-3 V 전압을 견딘다. 전기화학 시스템에서, 전해질내에서 

전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과정에 관심이 많다. IPMC는 전기적 

전도체(전극)와 이온 전도체(전해질)로 구성되어 있다. 전하는 이온 

전도성 고분자를 통하여 이동을 한다. 전기화학적 시스템에서 전극-전해질 

계면의 거동은 캐퍼시터의 거동과 유사하다. 캐퍼시턴스의 감소는 용매의 

분자량이 클 때 관측이 된다. 이것은 양이온의 크기 및 수화 껍질 때문일 

것이다. 효과적인 캐퍼시턴스의 값들은 효과적인 유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외부에서 전압을 가하면, 효과적인 유전율은 anode와 

cathode의 경계층의 길이를 조절한다.  

 

8-1. 구동 시험 (구동 변위 및 힘) 

 

1장, 5장 두께의 나피온 필름을 이용하여, 물75프로판올25 의 혼

합용액에서 환원을 2회 시켜서 구동체를 제조하였다. 물대신 유기 용매와 

이온성 액체를 함침시켜서 구동 실험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제조된 구동체를 

건조시켰다. 물처럼 분자량이 작고 물리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유기 용매

인 formamide, 2-chloroethanol과 propagyl alcohol에 함침 시킨후, 구동 

실험을 진행하였다. 분자량이 작고, 양이온과 음이온과의 결합력이 약하며, 

점도가 낮은 이온성 액체인 EMIMBF4, EMIM Ts, EAN, 및 MAF를 선택하

여 함침 시킨후 구동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8-1-1에서 보듯, 1장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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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의 구동체에서는 물보다 구동 변위 속도가 느리고, 최대 변위도 감소한

다. 유기용매에서는 formamide, 이온성 액체에서는 MAF가 어느 정도 유

사한 성능을 낸다. 5장 두께의 구동체에서의 구동 성능은 더욱 더 떨어지

고 구동 변위는 1/3이하로 감소한다. Figure 8-1-2에서는 발생하는 구동

력을 측정하였다. 유기 용매를 사용하든 이온성 액체를 함침 시켜서 구동 

힘을 측정하더라도 물을 사용했을 때 내는 힘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게 된

다. 물 대신 사용하는 유기용매와 이온성 액체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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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1-1. Time-displacement curves of organic solvent or ionic 

liquid-soaked IPMCs recorded for 30s under DC 2 or 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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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1-2. Time-force curves of organic solvent or ionic liquid-

soaked IPMCs recorded for 30s under DC 2 or 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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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구동 수명 (내구적 안정성) 

 

Figure 8-2에서 보듯, 이번에는 formamide 와 MAF를 함침 시킨 후, 

1 Hz의 교류 전압 1.2 V를 구동체에 가하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구동

을 하는지 안정성을 테스트 해 보았다. 물100 인 경우, 5000 회 미만에서 

물의 전기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멈처 버렸다. 중수소를 물 대신 사용하

여 실험을 해 보았으나 횟수가 조금 증가 할 뿐이다. Formamide를 사용한 

경우, 20000회까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초기 변위의 1/2로 감소

한다. MAF의 경우, 전기분해에 의한 에너지, 열 손실이 적기 때문에 20000

회 이상까지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과 formamide의 

혼합용액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물보다는 구동 안정성은 증가하지만, 구

동 변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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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2. Durability test of IPMC actuators under AC 1.2 V at 1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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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이온성 액체 및 유기 용매의 함수율 

 

Figure 8-3에서는 구동체가 유기 용매와 이온성 액체를 어느정도 

함침 했는지를 측정하였다. 물, D2O, 및 propargyl alcohol은 약 25~30 

wt% 정도를 함침하며, 2-chloroethanol과 formamide는 50 wt% 이상 함

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함침된 양을 이온기로 나누어 계산하니, 물이 가

장 많은 이온기당 15개 정도의 물 분자와 결합하고 있고, 포마마이드의 경

우, 약 12개의 분자들과 결합을 하고 있어서, 구동 성능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성능을 낸다. 이온성 액체인 경우에는 물과 비슷한 20~30 wt%를 함

침을 하지만, 이온기당 개수로 계산을 해보면 결합하고 있는 개수가 1~4 

이다. MAF의 경우 이온기당 결합한 분자의 개수가 약 4개이다. 이렇듯 이

온기의 양이 적기 때문에 구동 성능의 저하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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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3. Solvent or ionic liquid uptake of Nafion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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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전기적 특성 분석 (Impedance) 

 

Figure 8-4에서는 이온 전도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클러스터 

안에 함침된 이온기의 양이 적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물의 

이온 전도도는 약 80 ms/cm이지만, 유기용매나 이온성 액체를 함침 시켰을 

때, 거의 대부분의 값들이 1~10 ms/cm로 작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렇기 때문에 구동 성능 측면에서 상담한 감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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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4. Ionic conductivity of IPMC embedded organic solvents and 

ionic liqu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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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분광학적 분석 (FT-IR 및 FT-Raman) 

 

Figure 8-5-1에서 보듯, 나피온 안에 EMIM BF4, MAF, 및 formamide

를 함침 시켰을 때 내부로 침투해서 들어갔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서 FT-IR 

분광법으로 측정을 하였다. 스펙트럼을 확대해서 측정하였다. 영역 I에서 

MAF의 NH3
+와 formamide의 NH2가 관측되었다. 영역 II에서는 MAF의 – O-C=O 

와 formamide의 C=O가 관측되었고, 영역 III에서는 EMIM BF4의 B-F가 관측

이 되었다. 이러한 피크들로 판단 할 때, 나피온 멤브레인 내부로 침투해

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8-5-2에서 보듯, 더욱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라만 분광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양한 피크들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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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5-1. ATR-FTIR spectra of Nafion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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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5-2. Raman spectra of Nafion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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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이온들의 이동도 분석 (PGSE-NMR) 

 

Figure 8-6에서와 같이 나피온 멤브레인 내부에 물, formamide, 

EMIM BF4 및 MAF를 함침시킨 후, 멤브레인 내부 안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확산 속도를 PGSE-NMR 방법으로 관측하였다. 이 방법으로 확산계수를 구할 

수 있고, 실험적으로 구한 확산 계수를 Einstein relation 방정식에 대입

하여 이온들의 이온 속도를 Table 8-1에서 구하였다. 물의 확산 계수와 이

온 이동도가 다른 이온들보다 월등히 좋다. 그러므로 이온성 액체나 유기 

용매를 물 대신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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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6. PGSE-NMR spectra of Nafion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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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1. Diffusion coefficient and ion mobility of ion inside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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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전류 및 전하 밀도 분석(Chronoamperometry 및 Chronocoulometry) 

 

구동체에 물, D2O, formamide 및 MAF를 함침 시킨 후 전기적인 특

성을 분석하여 Figure 8-7에 나타내었다. 내부에 함침된 양도 물보다 적고, 

이온기당 수도 작을 뿐 아니라, 내부에서 생성된 전류나 전하가 큰 차이가 

난다. 전류는 4배 정도 작으며, 전하는 약 10 배 이상 작은 값을 가진다. 

그러므로 구동 시에 구동 변위와 구동 힘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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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7. Time current or charge of IPMC embedded organic solvent 

or ionic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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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전기적인 안정성 분석 (I-V curve) 

 

Figure 8-8에서는 구동체에 물 및 유기 용매를 함침 시킨후, 그 

내부 용매의 전기적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I-V curve를 측정하였다. 

순수한 물에서는 1.26 V에서 전기 분해가 일어나서 전류가 급격하게 커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수소에서는 조금더 전기적 안정성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물/formamide 혼합 용액에서는 formamide 용액의 양이 증가 

할수록, 전기적 안정성이 증가하여 overpotential을 야기하는 것으로 생각

이 된다. Formamide 100%에서는 전압을 4 V까지 가하더라도 전기적인 분해 

없이 안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순한 물보다 전기적인 

안정성이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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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8. I-V potential curve of I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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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멤브레인 내부 이온들 분석 (XPS) 

 

나피온 내부에 이온성 액체인 EMIM BF4 와 MAF를 함침시킨 후 멤브

레인 내부안으로 잘 함침이 되어 있는 지를 확인 하기 위해서 XPS실험을 

하여 그 결과를 Figure 8-9에 나타내었다. EMIM BF4와 MAF의 양이온과 음

이온들이 잘 관측이 되는 걸로 보아 멤브레인 내부에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정량적인 양을 Table 8-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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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9. XPS spectra of Nafion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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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2. Element analysis of Nafion embedded EMIM BF4 and M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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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유기 용매를 함침한 구동체의 전기 안정성에 관한 고찰 

 

전기분해는 전류를 통해서 화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화합물에 

충분히 높은 전압을 걸어 전기 화학적으로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켜 화학 

분해하는 것을 말한다. 물의 공유 결합이 끊어지면서 물은 수소와 산소로 

전기 분해된다. 순수한 물의 전기분해는 과량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다양

한 activation barrier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로 과전압이라고도 한다. 

과량의 에너지가 없으면 순수한 물의 전기분해는 매우 느리게 또는 발생하

지 않는다. 물의 self-ionization 때문이다. 물의 self-ionization 

(autoionization, autodissociation)은 순수한 물이나 수용액에서의 이온

화 반응이다. 물분자중에서, H2O가 수소 원자를 잃어버리게 되어 

hydroxide ion (OH-)가 되고, 수소 핵(H+)은 다른 물 분자에게 프로톤을 

주어서 hydronium (H3O
+)을 형성하게 된다.  

 

 

 

 

Autoprotolysis (self-ionization) 상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중수소 (D2O)는 일반적인 물 (H2O)보다 self-ionization을 덜하게 된다. 

산소원자가 deuterium에 더욱 더 강하게 결합을 형성한다. 왜냐하면 

deuterium의 큰 무게 차이가 zero-point 에너지를 낮추기 때문이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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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quantum mechanical effect라고 한다. 유전 상수와 용액의 고유한 산 

염기 강도가 self-ionization 과정에 영향을 준다. 용액의 autoprotolysis 

상수는 용액의 산 염기 강도나 유전 상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유기 용

액이 물에 첨가되면 용액의 유전 상수를 낮춰주고, pKs의 값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양한 값들을 Table 8-3에 나타내었다. 이온화된 양이온, 

음이온들이 각각 양쪽 전극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금속이 용액 속에 잠기

면 금속 표면과 용액이 접촉하는 경계면에서 금속 표면과 용액이 전기를 

띠게 된다. 용액은 많은 용매 분자와 그 속에 분산되어 있는 양이온과 음

이온으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는 전기적 중성을 유지한다. 금속의 표면에 

+ 또는 – 의 전하가 모이면 용액 쪽에서도 금속에 접한 부분에 반대 부호

의 전하가 모인다. 전극내 전자의 에너지를 조절하여 전기화학 반응을 유

도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전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위로 

갈수록 전자의 에너지가 높게 도식하였다. 전극 내 전자의 에너지는 위에

서 설명한 것처럼 일정전위기를 이용하여 임의로 조절이 가능하다. 전극 

내 전자의 에너지와 용액에 녹아 있는 화합물의 전자 에너지를 비교하면, 

동일하게 전자의 에너지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전기화학 반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전자는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이동

하려고 하므로, 만약에 전극 내 전자의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 (Fermi 

level)가 용액내 화합물의 전자 에너지 준위보다 높다면 전자는 화합물 쪽

으로 이동하는 환원 반응이 가능하다. 분자 궤도함수가 화합물 내 전자의 

에너지를 나타낸다. 화합물은 서로 다른 종류의 분자 궤도 함수를 가지고 

있으며, 전자는 낮은 분자 궤도함수부터 차례로 채워지게 된다. 분자 궤도 

함수 중에서 전자가 채워진 가장 높은 분자 궤도함수(HOMO)와 전자가 채워

지지 않은 가장 낮은 분자 궤도 함수 (LUMO)의 에너지 준위가 그림과 같다

고 하자. 일정전위기를 이용하여 전극 내 전자의 에너지를 증가시켜 LU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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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게 되면 전자가 화합물 쪽으로 이동하여 환원 반응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전극 내 전자의 에너지를 화합물의 HOMO보다 낮게 조절하면 전자가 

화합물에서 전극 쪽으로 이동하는 산화 반응이 가능해진다.  

Figure 8-10(a)에서 보는 것처럼, 초기에 전극 내 전자의 에너지가 용액 

내 반응물의 LUMO보다 낮은 상태에 있다고 하자. 전극 내 전자의 에너지를 

점차 증가시켜 LUMO보다 높게 하여야 환원 반응이 열역학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전자의 에너지가 LUMO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전자는 환원 반응에 

소모되지 않고, 전극의 표면에 축적되는데, 용액 쪽에는 전기중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양이온이 축적하게 된다. 이렇게 전자와 양이온이 축적되는 

전극/용액의 계면을 전기 이중층이라 하고, 전하가 저장되므로 커패시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반응물의 환원을 위해서 먼저 전기 이중층을 채

우는데 필요한 전류가 흐르고, 전자의 에너지가 LUMO 수준을 넘어서면 이

때부터 환원 반응이 가능해진다. 전기 이중층을 채우는 전류를 전기이중층 

충전 전류(charging current)라 하고, 환원에 소요되는 전류를 페러데이 

전류(faradaic current)라고 한다. 즉 일반적으로 전기화학 반응에 소요되

는 전류를 페러데이 전류라고 하고, 전기 이중층 충전 전류와 같이 전기화

학 반응이 아닌 다른 용도에 소요된 전류를 비패러데이 전류라고 한다. 위

에 설명한 전류의 흐름 순서를 Figure 8-10(c)와 같이 저항과 커패시터가 

병렬로 연결된 등가 회로로 표현 할 수 있다. 저항과 커패시터가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 직류 전압을 가하면 먼저 커패시터를 채우는 전류가 흐르고, 

커패시터가 완전히 채워지면 저항을 통해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것은 

Figure 8-10(b)에서 설명한 전기화학 반응에서 전류의 흐름, 즉 전기 이중

층 충전 전류가 먼저 흐르고 난 후 패러데이 반응이 이어지는 순서와 동일

하다. 이처럼 모든 전기화학 반응을 등가회로로 표현 할 수 있다. 이 등가 

회로에서 Cdl은 전기 이중층 커패시턴스를 뜻하고, 저항은 환원 반응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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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를 결정하는 인자로서 전하 전달 저항(Rct)이라 하는데, 이것은 전하 

전달 속도와 관계된다. 전하 전달 저항이 매우 큰 경우를 이상 분극 전극

이라 하고, 무시할 정도로 작은 경우를 이상 비분극 전극이라고 한다. Rct

값이 매우 큰 저항에 전압을 가하면 전류는 작아진다. 전하 전달과정의 

Rct값이 매우 큰 경우 이상 분극 전극이 된다. Rct값이 매우 크면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 전자가 반응물로 이동되지 못하고 전극 내에 축적 되므로 전

극은 이상적으로 분극된다. Rct값이 매우 작다면 전자는 매우 쉽게 환원 

반응에 소모되므로 전극 내에 전혀 축적되지 못한다. 어떤 전극/전해질이 

넓은 전압 범위에서 이상적으로 분극된다면 전기 이중층에 전하를 잃지 않

고 저장할 수 있다. 전극이 분극되면 용액 쪽에는 이온들이 정렬하여 전기 

이중층을 형성하고, 여기에 전하가 저장된다. 전기 이중층은 전극 표면에

만 형성되므로 표면적이 매우 큰 물질을 전극으로 이용시 유리하다. Self-

ionization이 덜 되면서 위에서 설명한 특징들을 가지는 용액을 구동체에 

도입하면 구동체의 전기 안정성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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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3 Autoprotolysis constants for pure and mixed sol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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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8-10. (a) Bandgap (b) Double layer capacitance and reactance, 

and (c) Equivalent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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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IPMC의 구동체 소재는 기존 상용화된 IEM의 두께 등의 제한

된 재료적 특성의 한계, 낮은 굽힘 강성에 의한 낮은 구동력과 수분 

손실에 의한 낮은 동작 안정성 및 내구성 등 성능 측면에서의 한계, 

그리고 정전압 인가시 straightening-back 현상 등의 제어 특성의 

한계 때문에, 실제 응용에 적합한 구동 성질을 구현하는데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다. 구동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 들이 많

이 되고 있는데, 나피온 대신 불소계 고분자를 대처하는 연구로서 

이온기의 증가와 이온 전도도의 향상에 따른 구동 변위는 증가하지

만 구동력에서는 큰 장점이 없다. 또한 새로운 전극을 도입하여 전

도성 고분자 및 그래핀과 같은 전도성 물질을 전극으로 대처하는 연

구도 진행되고 있지만 뚜렷한 향상이 없다. 새로운 전이 금속을 대

체한다거나, 전극의 표면에 단차를 주어서 전극의 양을 향상 시킨다

거나, 환원시 분산체를 첨가하여 백금 입자들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연구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환원 과정시 알코올과 같은 보조 용매를 도입하므로서, 

환원이 되는 동안, 백금 입자들이 나피온 멤브레인 안으로 골고루 

잘 침투 시킬 수 가 있었고, 작고 균일한 백금 입자들을 내부에서 

형성 시킬수 있었다. 또한 표면 전극의 상태가 훨씬 좋고, 금속의 

양도 많으며 계면 전극 층의 증가가 뚜렷하다.  그러므로 전기적인 

성질에서 캐퍼시턴스의 성질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온 

전도도와 같은 전기적 성질도 크게 향상이 되었다. 금속 입자 들이 

균일하고 멤브레인 내부 깊숙히 침투해서 생성 되기 때문에 기계적 

성질인 강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밀한 전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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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므로 구동 실험을 하였을 때, 구동력은 2배 이상 증가하며 구

동 속도도 2배 이상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차원으로 스

케일-업을 한 상태에서 환원을 시켰을 때, 기존의 구동체와는 다르

게 높은 구동력을 내면서, 빠르게 반응하는 응답 속도를 보인다. 또

한 일반적인 환원 횟수보다 적게 환원을 시키더라도 성능에는 큰 차

이가 없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있

다. 그것은 구동시 발생하는 수분의 전기 분해와 정전압을 가해줄 

시 발생하는 열손실에 의한 수분 증발과, 고전압을 가해 줄 시 전극 

손상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과 비슷한 분자량을 가지며, 비점이 높고, 안정적인 결합을 하고 

있는 유기 용매와 새로운 이온성 액체를 합성하여 물을 대신하는 용

매로 사용하여 구동 실험을 진행하였다. 구동 변위와 구동력에서는 

물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지만, 장시간 동안 내구성 실험을 

한 결과 구동 안정성은 우수하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또한 전기적 

안정성도 우수하여 전기 분해 현상이 지연되거나 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물을 대체 할 수 있는 대체제로 충분히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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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onic polymer-metal composite (IPMC), which can produce mechanical 

deformations in response to electrical stimulation, has been proposed for the use as 

biomimetic actuator materials in various potential applications including artificial 

muscles, micro-robotics, and biomedical devices, on account of its large and rapid 

bending displacements under low applied voltages. However, IPMC actuators 

developed so far have some disadvantageous characteristics that prevent them from 

doing practical works, such as relatively low generating force, low air-operating 

stability, and straightening-back phenomenon under an applied direct current 

potentials.  

Three-dimensional Nafion membranes were manufactured by heat-

compressing method as a new scale-up technique of ionomeric membranes, and 

applied to stacked actuators in order to improve bending stiffness and enhance 

generating force of IPMC actuator. The mixture of water and alcohol in the reduction 

media enhanced the property of interfacial electrode between membrane and outer 

electrode. All of the prepared actuators exhibited several times larger displacement 

and faster response than those of water-based actuator, without straightening-back. 

The excellent performance of the actuators was attributed to the metal contents, 

particle size, and distribution of the metal particles between membrane and electrode 

in addition to improved morpholog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platinum layer 

on the membrane. The swelling behavior of Nafion membrane embedded the mixture 

solvents was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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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purpose to develop high-performance IPMC actuator with enhanced air-

operating durability, this study presents the introduction of ionic liquids (IL) or 

organic solvents as new inner solvents used in IPMC. The MAF or formamide-based 

actuators exhibited similar bending displacement and response rate compared to that 

of typical IPMC swollen with water. Under an applied alternative current potential, 

the newly-prepared actuators were airoperableup to 10
3
cycles or 24 h without 

attenuation in displacement amplitude, while the water-swollen actuators were only 

actuated for several minutes. 

 

 

 

keywords :  Electro- active polymer, Ionic polymer-metal composite, actuator, 

organic solvent, ionic liquid, aqueous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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