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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기활성고분자는 외부 전기 자극에 의해 변형이 발생하는 소재로, 

금속기반 구동기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소형화가 용이하여 인공근육, 

MEMS, 의료분야 등 섬세한 작업을 요구하는 산업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이중에서도 이온성 전기활성 고분자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로 높은 구동 효율을 낼 수 있어 차세대 구동체 소재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이온성 전기활성 고분자는 전기 에너지로 기계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구동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반대로 외부로부터 변형이 

가해질 때 굽힘으로 인한 전위차를 발생시키는 것도 가능하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변위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굽힘 

센서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이온교환막 내부에 있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양이온 때문으로써, 이온성 전기활성 고분자를 이용한 

센서는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 넓은 굽힘 가능 범위, 높은 에너지 

효율 등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온성 고분자-금속 복합체를 소재로 사용하여 굽힘 

센서를 제작하였다. 또한 방사선 그라프팅 방법을 이용하여 술폰기를 

이온기로 가진 불소계 고분자를 합성하고, 기존 상용화 된 이온교환막인 

나피온보다 더 우수한 물성을 지닌 새로운 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방사선 그라프팅 이온교환막의 함수율, 이온교환용량, 

이온전도도 등의 막특성을 측정하여 나피온과 비교하고, 이를 사용해 

우수한 물성을 바탕으로 굽힘 센서의 성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가로 이온성 고분자-금속 복합체 센서의 수명 향상을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온성 고분자-금속 복합체는 충분한 양의 

수분을 함침하고 있어야만 내부 이온들이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제 

성능을 낼 수가 있다. 그러나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수분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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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로 인하여 건조가 일어나 기능을 잃어버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온성 고분자-금속 복합체 표면을 소수성 

고분자인 parylene으로 코팅하여 방수처리를 하고,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 센서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이온성 고분자-금속 복합체 굽힘 센서가 갖는 고유한 

특징들을 분석하여, 센서 신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았으며, 

굽힘 센서로서의 성능을 확인하고 평가하였다. 

 

 

주요어 : 전기활성 고분자, 이온성 고분자-금속 복합체, 이온교환막, 

방사선 그라프팅, 굽힘 센서 

학   번 : 2010 - 2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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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1.1.1  전기 활성 고분자 

 

전기 활성 고분자 (Electroactive polymer, EAP)는 전기적 자극을 

받을 때 기계적 변형이 일어남과 동시에, 역으로 기계적 변형이 

일어나면 전기적 신호를 내보낼 수 있는 소재이다. EAP는 구동 원리에 

따라 ‘전기적 EAP’ (electronic electroactive polymer)와 ‘이온성 

EAP’ (ionic electroactive polymer)로 구분할 수 있다. 

전기적 EAP는 전기장에 의한 쿨롱 힘으로 부피가 증감하는 

고분자이며 상대적으로 큰 힘을 유도할 수 있고 공기 중에서도 수 밀리 

초 이내의 빠른 응답으로 오랜 시간 구동시킬 수 있으며, 직렬 전압으로 

변형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두께 방향으로 큰 

맥스웰 힘 및 쿨롱 힘이 요구되므로 수백에서 수천 V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구동 전압이 요구되며, 변형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1]. 

 전기적 EAP에는 강유전성 고분자 (ferroelectric Polymer), 압전 

고분자 (piezoelectric polymer), 유전 탄성체 (dielectric 

elastomer)등이 있다. 강유전성 고분자에는 액정 탄성체 (liquid crystal 

elastomer) [2], 그라프트 탄성체 (electrostrictive graft elastomer) 

[3], 등이 있으며, 압전 고분자에는 PVDF (poly(vinylidene fluoride) 

계열의 공중합체 [4, 5, 6], 유전 전기활성 탄성체에는 실리콘, 아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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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체 등이 보고 되었다 [7]. 

반면 이온성 EAP는 이온 및 전해질로 구성되어 전압 인가 시 내부 

이온의 이동에 의해 부피가 변화하는 고분자이다. 전압의 극성에 따라 

양방향의 구동이 가능하며, 비교적 낮은 전압으로도 구동할 수 있고 

구조가 간단하여 소형화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분자 내 

전해질을 필요로 하고, 전해질로 주로 사용되는 물의 경우 1.23 V 

이상의 낮은 전압에서도 전기분해가 일어나 증발되어 버리기 때문에 

공기 중 구동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전기적 EAP에 비하여 느린 

응답속도와 상대적으로 구동력이 약한 단점이 있다 [1]. 

대표적인 이온성 EAP로는 poly(acrylic acid)와 poly(acrylonitrile) 

등의 이온 고분자 겔 (ionic polymer gel) [8], polypyrrole [9-11]과 

polyaniline [12-16]과 같은 전도성 고분자 (conducting polymer) 

[17], 탄소 나노 튜브 (carbon nanotube) [18], 셀룰로오스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활성 종이 (electroactive papers) [19] 등이 보고되어 있다. 

EAP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작은 크기와 무게, 부드러운 물성, 

간편한 제조 과정 등을 꼽을 수 있고, 소음이나 높은 에너지 소비와 

같은 기존의 기계 장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적어서 차세대 구동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응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 중이다 [20-25]. 전기적 

EAP는 작은 크기에 높은 힘을 낼 수 있고, 구동 기능에 제약이 적어 

주변 환경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서 소형 로봇 구동 장치에 

응용이 가능하며 [20], 이온성 EAP는 젖은 상태에서 동작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생체 내에서 사용되는 기기에 사용이 적합하며, 

양방향으로 구동이 가능한 방식이 실제 근육의 움직임과 비슷하기 

때문에, 소형 의료 기기나 재활 기기의 생체 근육 등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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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이온성 고분자-금속 복합체 

 

1.1.2.1  구조 

 

이온성 고분자-금속 복합체 (ionic polymer-metal composite, 

IPMC)는 이온성 EAP 중 하나로 이온교환막과 막의 양쪽 표면에 

도금된 금속 전극으로 구성된다 (Figure 1-1). 이온교환막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된 고분자막으로서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음이온기가 주사슬에 고정되어 있어서 양이온만이 이동 가능한 

이온교환막을 양이온 교환막, 반대로 양이온기가 고정되어 있고 

음이온이 이동 가능한 이온교환막을 음이온 이온교환막이라 일컫는다. 

IPMC에는 주로 음이온기가 고분자 주사슬에 화학적으로 연결되어 

양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양이온 교환막을 사용하며, 대부분의 

IPMC는 증류수와 같은 내부 용매를 함침시켜 양이온이 수화되어 있는 

상태로 사용한다. 

양이온 교환막으로 주로 사용되는 재료로는 DuPont 사의 나피온이 

있으며, 술폰기가 음이온으로써 불소계 고분자의 주사슬에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수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음이온과 양이온 이외에도 양이온에 수화되어 있는 물 분자가 

많을수록 양이온의 이동이 많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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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tructure of ionic polymer-metal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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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굽힘 센서 동작 원리 

 

IPMC는 금속 전극 사이에 이온막이 위치하는 구조적 특성 상 

변환기 (transducer)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굽힘 등 변형을 

가했을 때 미세 전기신호가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IPMC를 구동체 뿐만 아니라 센서로도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1, 28-30]. IPMC 센서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로는 

IPMC의 변위에 변화를 줄 때 측정된 전압과 곡률 반경 사이의 관계 

분석과 [29], IPMC 변형과 신호에 대한 전기 회로를 모델링한 후 굽힘 

측정 시도 [31], IPMC 센서를 구부리고 센서와 닿는 강도를 측정하는 

촉각 센서를 개발하는 등의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32]. 

IPMC의 굽힘 도중 전위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굽힘이 일어날 때 

이온막의 안쪽과 바깥쪽의 부피 차이로 인한 내부 용매의 이동이 

발생하고, 그와 함께 이온교환막 내부 양이온의 이동이 수반되며, 이에 

따른 이온막 내부 양이온의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으로 양전하의 

일시적인 비편재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Figure 1-2). 편평한 상태일 

때, IPMC의 이온교환막 내부는 물과 같은 용매에 수화된 양이온과 

고분자 사슬말단에 고정된 음이온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외부의 

자극으로 굽힘이 일어났을 때, 구부러진 이온교환막의 안쪽은 수축하고 

바깥쪽은 팽창함에 따라 발생하는 압박 효과에 의하여 내부 용매가 

IPMC의 바깥쪽 면으로 밀려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양이온 또한 함께 

이동하게 된다 (Figure 1-3). 이러한 양이온의 이동 또는 쏠림 현상 

때문에 IPMC 내부의 전하 균형이 깨지게 되고 이는 양쪽 전극간의 

전위차를 유발하여 센서 신호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후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편재화 되었던 양이온들이 본래 상태로 재정렬되면서 

전위차가 점차 감소하고 이는 센서 신호의 소폭 감소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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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IPMC의 변형 시 양 전극간에 전위차가 발생하는 

것에 착안하여, IPMC를 외부의 전압 인가가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센서 

신호의 발생 및 측정이 가능한 굽힘 변형 감지 센서로 응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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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harge distribution of bending ionic polymer-metal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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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Sensor mechanism of ionic polymer-metal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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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전기활성고분자는 작은 크기, 가벼운 무게, 유연한 구조, 간단한 

제조법, 높은 에너지 효율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기계 장치들을 

대신하여 응용 가능성이 높은 소재이다. 특히 이 중 이온성 고분자-

금속 복합체, IPMC는 젖은 상태에서 생체 내 구동이 가능하며 구동 

방식이 실제 근육의 움직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소형 의료 기기나 재활 

기기의 생체 근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IPMC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온교환막은 DuPont사에서 개발한 

나피온Ⓡ으로, 본래 연료전지 전해질의 용도로 주로 사용되며 열적, 

화학적 안정성과 기계적 물성은 우수하지만, 구조상의 견고함 때문에 

함수율과 이온교환용량, 이온 전도도 등의 물성이 낮은 편이고 이를 

개질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더욱이 IPMC를 사용한 굽힘 

센서의 경우, 전기적 물성이 우수한 이온교환막을 사용하면 막 내부의 

이온 이동능력을 향상시켜 더 우수한 센서 성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막 특성의 개질은 IPMC 굽힘 센서 응용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PMC 굽힘 센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나피온보다 더 많은 양의 이온기를 갖는 이온교환막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나피온을 대체할 이온교환막으로써 

나피온과 유사한 구조의 주사슬을 가진 불소계고분자를 이용하고, 

여기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스타이렌 단량체를 곁사슬로 그라프트한 후 

술폰화 반응을 통하여 이온기를 합성하였다. 그리고 방사선 그라프팅을 

이용하여 제작한 이온교환막과 나피온의 함수율, 이온교환용량, 이온 

전도도 등의 막특성을 분석하고 각각의 이온교환막으로 제조한 I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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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힘 센서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또한 IPMC를 이용한 굽힘 센서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IPMC 

굽힘 센서의 신호세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센서 

신호가 IPMC의 곡률, 굽힘 각도, 굽힘 속도, 치수 등의 여러 

요소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실험하였고, 이를 통하여 이온성 

고분자-금속 복합체 굽힘 센서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IPMC 

굽힘 센서와 기존에 상용화되어 있는 기계식 센서들과의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성능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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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    험 

 

 

2.1  이온교환막 제작 

 

2.2.1  나피온 개질 

 

현재까지의 IPMC 연구는 주로 DuPont 사에서 제조한 나피온을 

이용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는 나피온이 산업적으로 가장 널리 상용화된 

이온교환막이며 물성 또한 우수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수십년 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IPMC가 구동체 

또는 센서로서 실생활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금속 기반 

기계식 장치에 비해 낮은 기계적 강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는 

나피온 막의 두께가 200 μm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이 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액 캐스팅을 이용하여 두꺼운 이온교환막을 얻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으나 불소계 주사슬의 구조적 견고함 때문에 다양한 

두께의 막을 만들기는 어려움이 따랐다 (Figure 2-1) [33, 3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피온 막의 두께를 증강시키고 기계적 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현성이 부족한 용액 캐스팅 법을 대체하여 열압착에 

의한 적층법을 도입하였다. 나피온 여러 장을 겹쳐서 유리전이온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하고, 높은 압력을 가한 후 다시 상온으로 식히는 

과정을 통해 두꺼운 나피온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간단한 

방법으로 우수한 강성의 IPMC를 높은 재현성으로 제작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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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재료 

 

나피온 막은 DuPont사에서 나피온117 막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나피온 117은 1 m2의 면적에 180 μm 두께이며, 이를 가로 5 cm 

세로 5 cm의 면적으로 잘라내어 사용하였다. 열적층 과정에서 사용된 

스테인리스 강판과 폴리이미드 내열 필름은 주문 제작하였으며, 나피온 

전처리에 사용한 과산화수소 수용액 (H2O2, 30 %)과 진한 황산 (H2SO4, 

95 %)은 대정화금에서 구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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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Chemical structure of Naf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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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열적층 

 

열적층을 통한 나피온 막의 두께 증강은 열압착기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나피온117 막 5장을 두 개의 스테인리스 강판 틀 사이에 

눌러 고정시켰다. 스테인리스 강판에는 열압착 도중 나피온이 강판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열성이 강한 폴리이미드 필름을 

나피온과 강판 사이에 덮어 주었다. 이후 틀을 진공 상태에서 

185 ℃까지 1 시간 동안 예열하여 나피온 막의 수분을 제거한 후, 다시 

열압착기로 185 ℃ 온도 조건에서 20 분간 50 MPa의 압력을 가하여 

압축 성형하였다. 이렇게 적층된 나피온 막은 약 1 mm의 두께로 

제작되었다. (Figure 2-2) 

 

2.1.1.3  전처리 

 

열적층으로 제조된 두꺼운 나피온 막을 이온막으로 사용하기 전에 

전처리 과정을 거치었다. 먼저 적층 과정에서 막과 막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먼지 등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완성된 막을 5 wt%의 

과산화수소 수용액 (H2O2)에 6 시간 이상 상온조건에서 담가 두었다. 

불순물이 제거되어 막이 투명해지면 충분한 양의 증류수로 씻어낸 다음, 

95 ℃의 증류수에 1 시간 동안 담가 다시 세정 작업을 하였다. 

다음으로 나피온 막 내부 곁사슬 중 말단에 황산 이온기가 붙어있지 

않은 일부 곁사슬에 이온기를 보충하기 위하여, 5 wt%의 황산 수용액 

(H2SO4)에 담근 후 60 ℃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마지막으로 

나피온 막을 증류수로 다시 씻어낸 후, 95 ℃의 증류수로 2 시간 이상 

세정하여 잔여 황산을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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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Scheme of nafion stacking by heat-pressur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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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방사선 그라프팅을 이용한 이온교환막 합성 

 

나피온은 불소계 고분자로서 술폰산 말단기를 가지는 

과불소에테르가 가지 형태로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주사슬에 그라프팅된 구조이다. 이러한 불소 기반의 견고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나피온은 준수한 이온교환 능력과 더불어 열적, 화학적 

안정성과 기계적 성능이 우수하여 연료전지 전해질용으로 주로 사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안정적인 구조 때문에 나피온은 화학적으로 

개질하거나 가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물성 이상의 성능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IPMC 센서는 작동 원리상 이온 전도도와 이온교환 용량, 용매 

함유량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양이온이 이동할 수 있어 양전극의 

전위차가 증가하여 더 높은 센서 성능을 낼 수 있다. 반면에 나피온의 

위와 같은 특징은 IPMC 연구에 있어 큰 문제점 중 하나였으며, 기존의 

나피온을 사용한 IPMC보다 더 높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나피온보다 

더 많은 이온기를 갖는 이온교환막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불소계 주사슬로 이루어진 고분자 단량체에 방사선을 

쪼여 라디칼을 생성하고 이를 스타이렌 단량체와 중합시킴으로써, 

기존의 나피온과 비슷한 구조이면서도 방사선 조사량 조절을 통해 

이온기의 수를 보다 높일 수 있는 이온교환막을 제작하였다. 방사선을 

사용한 라디칼 중합반응은 높은 에너지가 필요한 반응을 상온, 상압의 

조건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고분자 개질에 이용하는 

방사선원에는 감마선 (ϒ-ray) 과, 전자선 (electron beam), 엑스선 

(X-ray) 등이 사용된다. 이 중 전자선은 큰 에너지를 낼 수 있으나, 

투과력이 좋지 않아 방사선 조사 시편이 두꺼울 경우 라디칼 생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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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루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 엑스선은 투과력은 좋으나 

중합하기까지 생성된 라디칼의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과력이 좋으면서 라디칼 생성에도 용이한 감마선을 

사용하였다. 

 방사선 그라프팅 방법으로는 고분자의 제약이 없으며 부반응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실험 방법이 간단한 peroxide graft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35]. 또한 방사선 조사 불소계 고분자는 결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단량체가 결정을 쉽게 침투하여 라디칼과 균일하게 

그라프팅 될 수 있는 P(VDF-co-HFP)와 ETFE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새로운 이온막을 사용하여 IPMC를 제작하였으며, 나피온 대비 

더 높은 이온기 양을 바탕으로 센서 성능 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2.1.2.1  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불소계 고분자인 poly(vinylidene fluoride-co-

hexafluoropropylene) (P(VDF-co-HFP), Mn = 130,000)와 

poly(ethylene-co-tetrafluoroethylene) (ETFE, Melt index = 11 

g/10 min)는 Sigma Aldrich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라디칼 

그라프팅 중합 반응에서 styrene 단량체 (99 %)는 Sigma Aldrich에서 

구매하여 전용 inhibitor remover column을 이용하여 inhibitor를 

제거한 후 사용하였다. 그라프트되지 않은 잔류 단량체와 styrene은 

대정에서 구매한 chloroform (95 %)을 사용하여 추출을 통해 

제거되었다. 술폰화 과정에서 styrene이 그라프트된 불소계 고분자막을 

1,2-dichloroethane (99 %)에 함침시키고, chlorosulfonic acid 

(99 %)를 이용하여 술폰화하였다. 두 시약 모두 Sigma Aldrich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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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였다. 이온 교환 용량(ion exchange capacity, IEC) 측정에는 

sodium hydroxide 표준 수용액 (0.1 N)과 hydrochloric acid 표준 

수용액 (0.01 N)을 각각 대정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지시약은 

Thymol blue를 사용하였다. 

 

2.1.2.2  방사선 그라프팅 

 

불소계 고분자 P(VDF-co-HFP와 ETFE를 열압착기를 통해 

유리전이온도 이상의 고온에서 10000 psi의 압력을 가해 막 형태로 

압축 성형하였다. 그리고 제조한 고분자막을 상온에서 감마선을 

조사하여 라디칼을 생성시켰다. 감마선 (60 Co source)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 연구소에 의뢰하였으며, 선량율은 15 

kGy/hr으로 하였다. 

감마선 조사를 마친 고분자 막을 styrene 단량체와 상온에서 24 

시간 동안 그라프트 시킨 후에, chloroform으로 세정하여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단량체와 단량체끼리 반응한 styrene 중합체 등의 잔여물을 

제거하였다. 그라프트 된 정도는 degree of grafting (DOG)으로 

표시하며, 그라프트 전후 고분자의 무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DOG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𝐷𝑂𝐺 (%) =
𝑊𝑔 − 𝑊

𝑊
 × 100 

 

W ∶ weight of polymer before grafting (g) 

Wg ∶ weight of polymer after grafting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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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술폰화 반응 

 

Styrene을 그라프트 시킨 고분자 막을 추가로 이온기를 갖도록 

작용기화하여 이온교환막으로 개질하였다. 작용기는 그라프팅된 막을 

24 시간 동안 1,2-dichloroethane에 담가서 팽윤시키고, 이후 0.3 M의 

chlorosulfonic acid에 48 시간동안 담가서 styrene을 술폰화시켜 

추가하였다. 술폰화가 완료된 후 남은 잔여 chlorosulfonic acid는 물과 

매우 반응성이 높은 강산이기 때문에, methyl alcohol로 우선 

추출해내어 제거한 후, 증류수에서 3 시간이상 끓여서 세정하여 

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다. (Figur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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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Structure of fluorine backbone monomer and 

grafting/sulfonating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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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막 특성 분석 

 

이온교환막의 막 특성이 이온성 고분자-금속 복합체 센서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함수율, 이온교환용량, 

이온전도도 등의 막 특성을 각각 측정하였다. 또한 나피온과 방사선 

그라프팅으로 제작된 이온교환막의 막특성 차이를 비교하였다.  

 

2.2.1  함수율 

 

함수율은 이온교환막이 얼마나 많은 양의 수분을 머금고 있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이는 이온교환막에 흡수된 수분의 질량비 

또는 부피비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고분자 단위질량 당 함유한 용매 질량의 비로 

함수율을 계산하였다. 함수율 측정을 위하여 5 x 5 x 0.2 mm3 으로 

이온교환막 시편을 제조한 후, 60 ℃ 진공 조건에서 24 시간 이상 완전 

건조하여 이온교환막 내부의 수분을 모두 제거하였다. 이 상태의 건조 

질량을 측정한 후, 상온의 증류수에 24 시간 이상 충분히 함침시켜 

함침 질량을 측정하였다. 함수율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𝑊𝑎𝑡𝑒𝑟 𝑢𝑝𝑡𝑎𝑘𝑒 (𝑔/𝑔) =
𝑊𝑤𝑒𝑡 − 𝑊𝑑𝑟𝑦

𝑊𝑑𝑟𝑦
 

 

Wdry ∶ weight of dired membrane (g) 

Wwet ∶ weight of wet membran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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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이온교환용량 

 

이온교환용량 (ion exchange capacity, IEC) 은 이온교환막의 단위 

질량 내에 함유된 이온기의 몰수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온교환막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이온을 교환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이온교환용량 측정을 통해 막 개질 이후 이온기량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 

이온교환용량은 이온교환막의 총 이온기량을 질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측정방법은 역적정법을 사용하였으며, sodium hydroxide 

수용액으로 이온교환막의 모든 이온기를 이온교환 반응 한 후, 

hydrochloric acid 수용액으로 이온교환 되지 않고 남은 sodium 

hydroxide 이온의 양을 적정하여 총 이온기량을 측정하였다. 

먼저 이온교환막을 완전히 건조시켜 무게를 측정하고, 0.1 N 농도의 

sodium hydroxide 표준용액 2 ml에 40 ℃에서 24 시간 이상 충분히 

침전시켜 두었다. 이 과정에서 이온교환막의 술폰기가 sodium 

hydroxide와 반응하여 술폰기의 H+ 이온이 Na+ 이온으로 치환이 

일어나게 된다. 치환이 모두 완료되면 0.005 N 농도의 hydrochloric 

acid 표준 용액으로 적정하여, 소모된 hydrochloric acid의 양으로부터 

이온교환막의 술폰기와 미반응한 sodium hydroxide의 몰수를 측정하고, 

얼마만큼의 Na+ 양이온이 술폰기와 교환되었는지 유추하였다. 적정 

시에는 티몰 블루 (Thymol blue) 지시약을 사용하여 육안으로 중성 

지점을 확인하였다. 이온교환용량은 적정에 소모된 hydrochloric acid의 

농도를 이온교환막의 무게로 나누어서 계산하였으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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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𝐼𝐸𝐶 (meq/g) =
𝑀𝑖,𝐻𝐶𝑙 − 𝑀𝐸,𝐻𝐶𝑙

𝑊𝑑𝑟𝑦
 

Mi,HCl ∶ initial concentration of HCl (meq) 

Me,HCl ∶ concentration of HCl in equilibrium (meq) 

Wdry ∶ weight of dired membrane (g) 

 

2.2.3  이온 전도도 

 

이온 전도도는 이온 교환막 내부 이온의 이동 능력을 의미하며, 

이온의 이동량과 이동 속도에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이온 전도도는 

IPMC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온 교환막 내의 

물의 함량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이온 전도도는 AC electrochemical impedence spectroscopy로 

측정하여 이온교환막의 저항값을 얻어서 구하였다. 이 수치는 시편을 

물리는 전극간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극의 넓이에 비례하므로, 

이온교환막의 두께와 전극 넓이를 아래의 식과 같이 대입하여 보정하고 

값을 구하였다. 

 

𝐼𝑜𝑛𝑖𝑐 𝑐𝑜𝑛𝑑𝑢𝑐𝑡𝑖𝑣𝑖𝑡𝑦 (S/cm) =
𝐿

𝑅 × 𝐴
 

L ∶ thickness of membrane (cm) 

R ∶ resistance of membrane (S−1 = Ω) 

A ∶ area of electrode (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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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전도도 측정시 전극은 반지름 3 mm의 원형 백금 전극을 

이용하였으며, 측정장비는 ZHANERⓇ electric사의 AC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를 IMex-4-point-probe로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3  IPMC 제작 

 

2.3.1 재료 

 

이온교환막의 표면 전극은 무전해 도금법 (electroless plating)을 

사용하여 도금하였다. 무전해 도금에 사용되는 백금염 

(tetraamineplatinum (Ⅱ) chloride hydrate, Pt(NH3)4Cl2, 99 %)은 

Alfa Aesar 사에서 구매하였다. 백금염 환원에 사용되는 환원제 

(sodium borohydride, NaBH4, 98 %)와 도금 이후 IPMC의 양이온 

치환에 사용되는 LiCl은 Aldrich로부터 구입하였다. 

 

2.3.2  백금 전극 무전해 도금 

 

IPMC는 이온교환막의 양면에 금속 전극을 코팅하여 제작하게 된다. 

단 수화된 이온이 이동하여 작동하게 되는 원리에 의해, IPMC는 용매에 

함침된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고, 용매를 함유한 IPMC는 건조 상태에 

비해 부피가 팽창하게 된다. 때문에 건조된 이온교환막에 전극을 입히는 

방법을 사용하면, 용매에 팽윤된 IPMC의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전극이 파손될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온교환막을 용매에 함침시켜 팽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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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전극을 도금하는 무전해 도금법을 이용하여 전극을 도금하였다. 

이 경우 도금되는 금속이 알갱이 형태로 전극을 형성하기 때문에, 

IPMC를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하여 전극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해도 

쉽게 상하지 않고, 금속 알갱이가 이온교환막 표면 안으로 일부 

침투하여 전극의 표면적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용매에 팽윤되어 

부피가 증가한 상태에서 전극이 도금되기 때문에, 건조상태에서 도금할 

때보다 전극이 더 조밀하게 형성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하여 무전해 도금법은 IPMC 제작 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도금법이다 

[34]. 

먼저 이온교환막을 2 mg/ml의 tetraamine platinum(Ⅱ) chloride 

hydrate 수용액에 24 시간 동안 담가서, 이온교환막의 술폰산 이온기에 

있는 H+이온을 [Pt(NH3)4]2+ 이온으로 교환시켰다. 그 후 30℃ 

증류수를 담은 용기에 이온교환막을 담그고, 천천히 교반시키며 매 30 

분마다 5 wt%의 sodium borohydride 수용액을 5 ml씩 5 시간 동안 

첨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백금 이온이 이온교환막의 표면에 백금 

금속으로 환원되며 IPMC 전극을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을 두 번 

반복하여 이온교환막에 전극표면을 고루 생성시키고 표면저항을 

낮추었다. (Figur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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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Scheme of electroless plating of ionic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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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양이온 치환 

 

완성된 IPMC를 1 M 농도의 LiCl 수용액에 24 시간동안 

담가두어서 술폰산 이온기를 Li+ 이온으로 치환하였다. H+ 이온보다 Li+ 

이온의 크기가 더 크므로 굽힘 발생시 IPMC 내에서 이동하는 이온에 

의해 발생하는 전위차의 효율이 더 높고, 이는 더 우수한 센서 성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3.4  전극 방수 코팅 

 

IPMC 굽힘 센서는 양이온과 수화되어있는 물분자들이 기계적 

변형에 이동할 때 성능이 발현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건조된 상태의 

IPMC는 본래의 역할만큼의 성능을 낼 수가 없다. 때문에 IPMC는 물에 

함침된 상태로 보관하며 사용하지만, IPMC를 공기 중에서 오래 

놓아두게 되면 내부의 수분이 자연 증발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분 

함량이 낮아지고, 성능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IPMC 내부 수분의 자연증발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IPMC의 표면을 방수 필름으로 코팅하여 물의 증발을 

차단하고자 하였고, 그 해결방안으로 IPMC의 표면에 소수성을 띤 

고분자인 parylene을 코팅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36-40]. Parylene 

코팅은 진공상태에서 분말 형태의 parylene 단량체를 기화시키고 IPMC 

표면에서 중합해 박막을 형성하는 화학증착법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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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굽힘 센서 신호 측정 

 

2.4.1  신호 측정 장비 

 

IPMC 변위 센서 실험을 위하여, IPMC에 접촉하여 곡률을 부여할 

수 있게끔 원통형 장치를 제작하였다. IPMC를 원통 둘레에 점진적으로 

감을 때 형성하는 호의 길이에 대한 중심각 변위와, 이 때 IPMC로부터 

발생하는 전압의 관계를 통해 변위 센서로서의 IPMC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원통의 바깥 면에 위치한 전극에 IPMC를 삽입한 후에, 원통 부착된 

가이드가 IPMC를 원통의 곡면과 밀착시키고, 굽혀지지 않은 남은 

부분이 곧게 펴지도록 하였다. 원통의 축 부분은 전동 모터와 연결하여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시킬 수 있게 하고, IPMC가 점차 원통의 곡률을 

따라 구부러지도록 하였다. (Figure 2-5) 

 

2.4.2  신호 분석 프로그램 

 

IPMC 센서에서 발생하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하여 National 

Instrument 사의 USB 6259 Data acquisition (DAQ) 장치를 이용하여 

전위차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LabVIE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전 

모터의 구동과 동시에 IPMC에서 발생하는 센서 전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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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Forced curvature on IPMC sensor by using cylindrical 

rotational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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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PMC 굽힘 센서의 특징 

 

2.5.1  센서 신호 영향 요인 분석 

 

IPMC 굽힘 센서는 굽힘이 일어난 정도에 따라 발생한 전압의 

세기가 서로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센서의 신호가 어떤 

변수에 의해 발생하고, 그 변수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굽힘 곡률, 굽힘 속도, 굽힘 각도와 

IPMC의 치수 등 다양한 변수들과 굽힘 센서 신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각각의 역할을 알아보았다. 

모든 실험에 사용된 IPMC의 기본 규격은 길이 60 mm, 폭 5 mm, 

두께 1.0 mm로 맞추어 사용하였으며, 길이, 폭, 두께를 변수로 둔 

실험에서는 위 규격에서 해당 치수만 변형시켜가며 실험하였다. 사용한 

측정장비의 원통 반경은 모두 2 cm로 고정하여 IPMC에 부여되는 곡률 

값을 0.5 cm-1로 맞추어 실험하였다. 

 

2.5.1.1  곡률 

 

IPMC 센서의 전기 신호는 IPMC에 굽힘이 발생할 때 나타나며, 

굽힘 정도에 따라 신호의 세기가 달라진다. IPMC처럼 스트립 형태인 

물체에 굽힘이 일어나면 중심 반경이 일정한 원호의 모양으로 굽어지게 

되며, 굽힘이 커질수록 원호의 중심 반경은 점차 작아지게 된다. 즉 

IPMC의 굽힘 정도와 중심 반경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며, 중심 반경의 

역수를 의미하는 곡률과는 비례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곡률의 경우 IPMC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치이며 같은 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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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서는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가지고 다른 변수에 영향 받지 않으므로, 

IPMC의 굽힘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로써 적합하다. 또한 일정한 곡률을 

가진 원형의 틀에 IPMC를 밀착시킴으로써 쉽게 곡률 값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 20 mm에서 최대 70 mm까지의 다양한 반경을 

가진 원통을 사용하여 곡률마다 IPMC 센서의 신호 세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았다.  

 

2.5.1.2  IPMC 치수 

 

IPMC의 크기가 굽힘 센서 신호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IPMC의 치수와 센서 신호간의 관계를 추가로 검증하였다. 두께 1.0 

mm, 너비 5 mm, 길이 40 mm의 IPMC를 기본 규격으로 하여, 두께를 

0.6, 1.0, 1.4, 1.8 mm, 너비를 3, 5, 7, 9 mm, 길이를 30, 40, 50, 60 

mm로 각각 변화시켜가며 센서 신호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2.5.1.3  굽힘 속도 

 

IPMC 센서의 신호 발생과 굽힘 속도와의 연관성을 보기 위하여 15 

deg/s, 30 deg/s, 45 deg/s, 60 deg/s의 각속도로 IPMC를 굽혔을 때의 

전압 변화를 측정하였다. 

 

2.5.1.4  굽힘 각도 

 

IPMC 센서의 전기 신호는 곡률의 크기와 비례함과 동시에, 곡률이 

일정한 경우 곡률이 적용되는 비율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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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률을 가진 원통위에서 IPMC를 점차 굽혀나갈 때, 굽힘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센서 신호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곡률 대신 굽힘 각도를 IPMC 굽힘 센서의 

지배변수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센서를 사용할 때 곡률을 

직접 변화시키는 것에 비하여 곡률을 고정하고 굽힘 각도를 조절하는 

것이 더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IPMC 센서의 상용화에도 유리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굽힘 각도를 15, 30, 45, 60 도로 

변화시켜가면서 센서 신호 변화를 측정해보았다.  

또한 IPMC 센서의 크기와 곡률을 일정하게 하고 IPMC가 굽어진 

부분의 영역을 증가시킴에 따라 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측정하였다. 

60 mm의 일정한 길이와 5 mm, 1.0 mm의 너비 및 두께를 가진 

IPMC를 60 mm 전체 길이에 곡률이 부여된 경우, 40 mm에만 곡률이 

부여되고 나머지 20 mm는 평평하게 유지되는 경우, 20 mm에만 곡률이 

부여되고 나머지 40 mm를 평평하게 유지하는 경우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의 센서 신호 변화를 측정하였다. 

추가로 IPMC에서 곡률이 부여되지 않고 평평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신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IPMC의 길이를 각각 20 mm, 

40 mm, 60 mm로 달리 하고 전체 부분에 같은 곡률을 부여해 위 

경우와 비교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IPMC를 부착할 수 있는 두 개의 마디와 IPMC에 

곡률을 부여할 수 있는 관절로 구성된 모형을 제작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굽힘으로써 반복 굽힘 운동에서 IPMC 센서 신호가 어떻게 

얻어지는지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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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센서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는 IPMC의 곡률 의존성과 IPCM의 치수, 굽힘 속도, 

굽힘 각도 등과의 비례 관계를 측정하여 센서로서의 특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이어서 상용화된 굽힘 센서들과의 센서 성능 차이를 비교해보기 

위하여, 센서의 성능을 나타내는 다른 척도들을 구해 보았다. 

센서 성능 지표는 센서의 전압 신호가 실제의 굽힘 정도를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를 의미하는 정확도, 굽힘이 반복되었을 때 센서 신호가 

어느 정도의 재현성을 보이며 측정되는지를 의미하는 정밀도, 굽힘 각도 

당 증가하는 전압의 세기를 의미하는 민감도, 측정장비에서 판별 가능한 

최소 신호 세기를 의미하는 분해능을 계산하여 구하였다. 그리고 이들 

성능을 기존의 기계식 센서와 비교하여 IPMC센서가 지니는 강점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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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고찰 

 

 

3.1  개질한 이온교환막의 막 특성 비교 

 

나피온과 방사선 그라프팅으로 제작한 이온교환막의 막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의 DOG, 함수율, 이온교환용량, 이온 전도도 

측정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Table 3-1) 막특성은 향후 이온교환막으로 

IPMC 굽힘 센서를 제작할 때 센서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물성이 되므로, 방사선 그라프팅으로 제작한 이온교환막과 나피온의 

막특성을 비교하여 어느 이온교환막으로 제작한 센서가 더 우수한지 

판단할 수 있다. 

DOG는 고분자가 그라프트 되는 양을 나타내며, DOG가 높은 

고분자는 동일한 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하였을 때 단위 질량 당 더 많은 

라디칼이 생성되어 추후 스타이렌이 그라프팅 될 수 있는 반응지점이 

많이 생기게 된다 [41-46]. 그리고 스타이렌은 이후 술폰화 반응에서 

SO3 이온이 붙으며 이온기화 되므로, 높은 DOG는 곧 높은 

이온기량으로 이어진다. DOG 측정 결과 P(VDF-co-HFP)의 DOG가 

106, ETFE의 DOG가 200으로 보다 약 두 배 가량 더 높은 DOG 

수치를 보였다. 이는 C-F 결합 간 결합 에너지가 C-H 결합 간 결합 

에너지보다 큰 것이 원인으로써, ETFE가 P(VDF-co-HFP)에 비하여 

분자 내에 수소 원소의 비율이 더 높고, 이 때문에 같은 조사량의 

감사선을 쏘였을 때 더 많은 라디칼이 생성되어 스타이렌의 그라프트가 

많이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온교환막의 이온기량을 의미하는 이온교환용량 측정값은 나피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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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0.96, P(VDF-co-HFP)는 2.40, ETFE는 3.48으로 ETFE가 

P(VDF-co-HFP)보다 더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위 DOG 비교 

결과에서 예상했던 바와 동일한 결과이다. 방사선 그라프팅 막의 

DOG가 높으면 고분자 주사슬의 단위 질량 당 더 많은 양의 스타이렌이 

붙어있음을 뜻하므로, 이 후 술폰화 과정에서 반응이 더 많은 곳에서 

일어나 높은 이온기량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온기의 양은 

이온교환막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성질 중 하나로써, IPMC 굽힘 

센서는 기계적인 변형이 가해졌을 때 이온이 이동함으로써 전위차가 

발생하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이온기를 가진 이온교환막을 

IPMC로 사용할 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양이온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큰 전압이 발생하고, 같은 곡률로 구부렸을 때 양쪽 전극에서 

이온기량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위차가 증가하여 더 우수한 

센서성능으로 이어지게 된다. 

나피온과 P(VDF-co-HFP), ETFE 고분자들의 함수율 또한 

이온기량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각각의 측정값은 나피온이 0.27, 

P(VDF-co-HFP)가 2.68, ETFE가 4.14로 방사선 그라프팅으로 

제작한 이온교환막들의 함수율이 나피온보다 10 배에서 20 배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함수율은 이온기량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데, 나피온을 비롯한 불소계 고분자들의 주사슬을 이루는 

-CF2- 구조는 매우 소수성이 강한 반면에, 술폰산 이온기 -SO3는 

친수성이 강하다. 때문에 이들 이온교환막들이 물에 함침되면 보다 

친수성이 강한 이온기쪽에서 대부분의 물을 흡수하게 되므로, 

이온기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양의 물을 머금을 수 있게 된다 [47]. 

따라서 높은 DOG로 높은 이온교환용량을 가진 ETFE가 P(VDF-co-

HFP), 그리고 나피온보다 더 높은 함수율을 보이는 것이다. 

이온전도도 역시 P(VDF-co-HFP)와 ETFE가 나피온보다 소폭 



 

 36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이온교환막 내의 양이온들이 이동할 때 수화된 

상태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높은 이온교환용량과 이로 인해 함수율이 

높은 P(VDF-co-HFP), 그리고 특히 ETFE가 나피온보다 양이온의 

이동이 쉽기 때문에 더 우수한 이온전도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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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Properties of fluoropolymer-g-PSSA and NafionⓇ 117 

membrane 

Membrane 
DOG 

(%) 

Water 

uptake 

(g/g) 

IEC 

(meq/g) 

Ion 

conductivity 

(S/cm) 

P(VDF-co-HFP)- 

g-PSSA 
106 2.68 2.40 0.143 

ETFE- 

g-PSSA 
200 4.14 3.48 0.178 

NafionⓇ 117 - 0.27 0.96 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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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극 방수 코팅을 이용한 함수 능력 향상 

 

 

공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 IPMC 내에서 수분이 자연 증발하는 

속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완전히 수화된 IPMC를 180 분간 공기 중에 

방치하며 처음 30 분간은 5 분 간격, 이후는 15 분 간격으로 IPMC의 

무게를 측정하여 함수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약 40 분 만에 전체 

수분의 50 %가 증발하였으며 2 시간이 지난 후에는 5 % 만이 남아있게 

되었다. (Figure 3-1) 이러한 물의 자연증발 현상은 IPMC를 

사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IPMC의 공기 중에서의 

수명을 크게 저해시키기 때문에 IPMC를 상용화하는데 주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48, 49]. 

IPMC 센서는 수화된 양이온이 이동하여 전위차가 발생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함수율의 감소는 센서 성능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한 실험으로 2 시간 동안 건조시킨 IPMC와 

물에 잘 함침된 IPMC의 센서 신호 세기를 비교해본 결과, 젖은 

IPMC는 빠른 응답속도와 최대 7 mV까지의 센서 신호 세기를 보여준 

데 반해, 건조된 IPMC 센서는 본래 성능의 15 % 정도인 1 mV에 

불과한 신호 세기와 최대 전압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응답 시간도 오래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3-2) 다시 말해 함수율의 유지는 

곧 IPMC 센서의 수명 향상에 직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물의 자연증발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IPMC의 표면을 parylene으로 방수 코팅하여 물의 증발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Parylene은 벤젠 고리로 이루어진 주사슬을 지닌 고분자로 물과 

친화성이 매우 낮은 소수성 고분자이다. 이를 화학증착법으로 IPM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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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표면에 일정 두께로 박막 코팅하되, IPMC를 전극에 물릴 말단 

부분에는 코팅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Figure 3-3) 이는 parylene이 

전기 전도성이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전극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 

측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IPMC에 물이 함침될 수 있는 

경로를 최소한으로 확보해두기 위해서이다. 

Parylene으로 방수 코팅이 이루어진 표면은 물을 차폐하는 능력이 

매우 우수하여 물방울을 종이에 떨어뜨렸을 때 거의 스며들지 못하고 

그대로 맺혀있음이 관찰되었다. (Figure 3-4) IPMC에 코팅된 

parylene의 두께는 약 3 μm 정도로써 이는 scanning electron 

microscope로 IPMC 단면 사진을 찍어 확인하였다. (Figure 3-5) 

두께가 이보다 얇게 되면 굽힘시 변형이 일어날 때 parylene이 찢어질 

수 있고, 더 두꺼우면 parylene 자체의 강성 때문에 IPMC 센서의 

움직임이 방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두께로 모든 표면에 골고루 

코팅하는 것이 중요하다. Parylene의 두께는 IPMC 표면에 증착시키는 

시간을 맞추어서 조절하였다. 

Parylene 코팅의 수분 증발 방지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기 

위하여 방수 코팅 처리가 된 IPMC와 그렇지 않은 IPMC를 물에 담가 

충분히 함침시킨 후 300 분간 공기 중에 노출시켜 보았다. 측정 간격은 

마찬가지로 처음 30 분간은 5분 간격, 이후는 15 분 간격으로 하였다. 

그 결과 방수 코팅을 함으로써 물이 증발하는 속도와 양이 확연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parylene 코팅을 한 IPMC의 경우 

300 분 이상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어도 수분 증발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초기 대비 약 80 %의 함수율을 유지하였다. IPMC의 전극부를 

제외한 모든 표면이 parylene으로 공기와 차단되어 있어서, 물의 

증발이 전극부의 극히 일부만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내부 수분의 

대부분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초기의 최대 수분 함수율은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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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처리를 하지 않은 IPMC보다 적게 나타났다. (Figure 3-6) 이는 

parylene때문에 물의 증발뿐 아니라 함침도 어느 정도 방해를 받기 

때문으로 보이나, 센서 성능에 문제가 될 정도로 크게 낮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Parylene 방수 코팅 IPMC의 높은 수분 함수율은 센서 성능에도 

영향을 주었다. 일반 IPMC와 parylene 코팅 IPMC를 충분히 물에 

함침시킨 후, 공기 중에 노출시켜 수분의 자연 증발이 이루어지게끔 

하며 15 분 간격으로 센서 신호를 측정해보았다. 그 결과, 일반 IPMC는 

시간이 지나 수분이 증발할수록 최대 신호 세기가 점점 감소하다가 60 

분이 지나면서부터는 더 이상의 신호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저하 되었다. 반면에 parylene으로 방수 코팅한 IPMC는 초기 신호 

세기인 6 mV를 300 분이 지나도록 유지하였다. (Figure 3-7) 이러한 

결과는 함수율의 변화가 IPMC 센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써, parylene을 사용한 IPMC의 표면 방수 처리로 

IPMC의 큰 약점이었던 물의 증발에 의한 수명 감소 현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추후 IPMC 센서를 산업용으로 사용할 시에도 

parylene을 이용한 방수 코팅 처리 방법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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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Time-water content curve of air-exposed IPMC with 

no waterproof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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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Time-output voltage curve of wet IPMC and dried 

IPMC. 

 

 

 

 

 

 



 

 43 

 

 

 

 

 

 

 

 

 

 

Figure 3-3. Parylene-coated IPMC and chemical structure of 

par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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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Water drops on parylene-coated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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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Cross sect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 of 

parylene-coated I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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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Time-water content curve of parylene-coated IPMC 

and untreated I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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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Time-output voltage curve of parylene-coated IPMC 

and untreated I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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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PMC 굽힘 센서 신호 해석 

 

3.3.1  IPMC의 전위차 발생 원리 

 

일정곡률을 지닌 원통형 회전모터에 IPMC를 밀착시킨 후 원통을 

회전시켜 IPMC에 곡률을 부여하면 Figure 3-8과 같은 형태의 시간 당 

전압 그래프가 얻어진다. 원통이 돌아가는 동안 IPMC에 걸리는 곡률의 

크기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곡률이 적용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며 

이는 곡률값이 증가하는 효과와 동일한 결과로 전위차의 상승을 

가져온다. 원통이 회전이 멈춘 직후 센서의 전압 신호는 최대값을 

보이며, 이후 굽힘 상태를 유지한 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호 세기가 

조금씩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3-8) 곡률값이나 곡률의 

적용 비율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호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은 

IPMC 센서의 작동 원리에 따른 고유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IPMC 센서의 원리는 이온교환막 내부의 고분자 주사슬에 부착된 

이온기의 역할로 인해 작동하는 것임이 밝혀져 있다 [50-52]. 이 

이온기는 주사슬과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음이온과, 물 

분자와 수화된 상태로 이온기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양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나피온과 방사선 조사 

이온교환막의 경우는 슬폰기를 이온기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SO3
-가 

음이온, H+가 양이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외부에서 변형이 가해지지 않은 평평한 상태의 IPMC는 이온기의 

음이온과 양이온이 1:1로 짝을 이루고 있어 전기적으로 안정적인 

중성을 이루고 있다. 이 때는 양전극에 걸리는 전위차가 없으므로 

측정되는 전압은 0 V 이다. IPMC가 굽어져 변형이 일어나면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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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은 팽창하고 다른 쪽은 수축하는 모양이 만들어진다. 그 결과 

전극이 수축한 곳에서 팽창한 곳 방향으로 추력이 발생하여 이온교환막 

내부의 물분자들이 이동하게 된다. 이 때 음이온은 고분자와 결합하고 

있어 이동할 수 없지만 양이온은 물분자와 수화된 채로 이동이 가능하고, 

이것이 IPMC 내부에 전기적 균형을 깨어 양이온이 이동한 방향으로 

전위차가 발생하게 된다. 즉 전극이 팽창한 방향으로 +, 수축한 

방향으로 – 극성의 전압이 형성되어 측정 장비에 센서 신호가 잡히게 

된다. 변형이 더 크게 일어날수록 전극간에 일어나는 추력은 더 

강해지고, 이동하는 물분자와 수화된 양이온도 증가하여 더 큰 전압이 

발생하게 된다. 

IPMC가 굽혀진 상태로 일정 시간 유지될 때 곡률 변화가 없음에도 

센서 신호가 점차 감소하는 원인도 이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IPMC가 

굽혀진 경우 수화된 양이온들은 IPMC의 부피 변화에 의하여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지만, 고정되어 있는 음이온들에 의하여 전기적 인력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다시 양이온들이 음이온 쪽으로 되돌아가는 

이온 재분배 현상이 일어난다. (Figure 3-9) 이 때문에 IPMC 센서의 

신호 세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낮아지고, 마지막에는 모든 양이온이 

음이온과 만나 다시 전하 균형을 맞추게 되어 전위차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다른 굽힘 센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IPMC 센서만의 고유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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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Time-output voltage curve of IPMC bending 

sensor. 

 

 

 

 

 

 



 

 51 

 

 

 

 

 

 

 

 

Figure 3-9. Charge migration and redistribution in IPMC 

bending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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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개질한 이온교환막의 센서 성능 

 

앞서 방사선 그라프팅을 이용한 불소계 고분자 이온교환막의 막 

특성을 살펴본 것처럼, 방사선 그라프팅으로 제조한 이온교환막의 막 

특성이 나피온에 비해 매우 우수하게 측정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함수율, 이온교환용량, 이온전도도 등의 막 특성은 이온교환막에서 

이온들이 수화되는 양과 이온들의 밀도 및 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나피온보다 막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방사선 그라프팅 

이온교환막으로 제조한 IPMC 굽힘 센서를 사용하였을 때, 나피온으로 

제작한 IPMC보다 더 우수한 센서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 그라프팅 이온교환막으로 제조한 

IPMC와 나피온을 사용한 IPMC의 굽힘 센서 신호를 측정하고 서로의 

성능을 비교 확인하였다. 측정은 1, 2, 3 cm 세 가지 조건의 

곡률반경에서 이루어졌으며, 굽힘이 끝까지 완료되었을 때의 최대 

전압을 센서 신호로 기록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크기의 나피온 

IPMC를 사용하였을 때에 비하여 2 배에서 최대 10 배까지 더 높은 

센서 신호를 얻을 수 있었다. (Figure 3-10) 

이는 함수율, 이온교환용량, 이온전도도 등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던 

점이 합쳐져서 이러한 성능을 낸 것으로 보이며, 특히 ETFE의 센서 

성능이 P(VDF-co-HFP)와 나피온에 비해 매우 높았는데, ETFE가 

이온전도도의 차이는 근소하게 높은 정도였지만 함수율과 

이온교환용량이 P(VDF-co-HFP)보다 두 배 가량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IPMC 연구에서 이러한 우수한 막 특성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높은 함수율과 이온교환용량은 이온교환막의 전기적 

물성은 증가시키지만, 그에 반해 기계적 물성은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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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4]. 이는 단단한 구조의 불소계 고분자 대비 비교적 강성이 낮은 

술폰산 이온화기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이었다. IPMC 구동체 연구에서는 

IPMC의 강성이 구동체의 구동력과 비례하는 중요한 요소였고, 지나치게 

높은 막 특성은 구동체의 구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그 동안의 IPMC 구동체 연구에서는 우수한 전기적 물성과 기계적 

물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적절한 수치의 막 특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IPMC 센서 연구에서는 센서를 굽히고 발생하는 전기 

신호의 측정이 중요한데 반해, 기계적 물성은 센서 신호와 관련이 없고, 

오히려 높은 강성은 센서의 굽힘을 방해하여 측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IPMC 센서 연구에서 높은 함수율과 이온교환용량, 

이온전도도로 인한 기계적 물성 감소는 구동체 연구에서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수한 막특성을 갖는 방사선 

그라프팅 이온교환막의 강점이 더 부각된다. 더불어 센서의 성능이 

증가하면 같은 굽힘에서 더 높은 전기 신호가 발생하여 단위 변위 당 

센서 신호 세기가 높아진다. 이는 센서 민감도의 증가로 이어지고, 측정 

장비의 노이즈 대비 신호의 세기 증가로 인해 분해능 또한 좋아진다. 

이는 방사선 그라프팅으로 제작한 IPMC가 나피온 IPMC에 비해 가진 

또 다른 강점으로써, 이온교환막의 우수한 막특성과 그로 인한 높은 

이온 이동 성능을 바탕으로 차세대 굽힘 센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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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 Curvature-output voltage curve of nafion, P(VDF-

co-HFP), and ETFE IPMC 

 

 

 

 

 

 



 

 55 

3.4  굽힘 센서의 지배변수 고찰 

 

IPMC의 굽힘 정도를 특정하는 방법에는 말단 변위 측정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50, 51, 55]. IPMC가 주로 사용되어 

온 구동체 연구에서는 IPMC의 말단 부분에 load cell을 부착하여 

구동력을 측정 하였기 때문에, 말단 부분의 이동거리를 IPMC의 변위로 

정의하곤 하였다. 그러나 IPMC 센서에서는 이와 같은 정의를 적용하기 

어려운데, 이는 IPMC 센서는 load cell이 말단에만 접촉해 있는 

구동체와는 달리, 말단 부분의 움직임만 아니라 IPMC 전체가 굽혀지는 

정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산 방법은 IPMC의 길이가 

일정한 경우에만 센서 간에 변위 비교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말단부의 이동 변위 측정 외에 IPMC 전체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였다. 

 

3.4.1  곡률 

 

위와 같은 이유로 IPMC 센서 연구에서 새로 도입된 개념이 

IPMC의 곡률이다 [29, 56]. 곡률은 IPMC의 말단부분만이 아닌 

전체면의 굽힘 정도를 의미하므로, 센서의 변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적절하다. 실제 굽힘 도중의 IPMC는 전극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곡률이 다르며, 일반적인 굽힘에서는 힘이 주어지는 부분의 굽힘이 가장 

크므로 곡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된다. 이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IPMC 전체 평균 곡률을 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IPMC를 

길이 방향으로 세분화 하여 각각의 위치마다 곡률을 구하고 이들의 평균 

값으로 보정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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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MC 센서의 발생 전압을 원통 회전 모터의 반경을 변화시켜 

곡률을 바꿔가며 측정해보았다. IPMC 센서의 굽힘 정도는 동일한 

곡률을 가진 원형의 틀에 밀착시킴으로써 일정하게 조절하였고, 곡률 

반경이 20 mm에서 70 mm까지 증가함에 따라 센서 신호는 점차 

감소하며 곡률 반경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원통의 곡률 반경이 커질수록 원통에 부착되어 굽혀지는 

IPMC의 굽힘 정도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Figure 3-11)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곡률반경을 역수로 하여 곡률 값을 구하고 이를 다시 

IPMC 센서의 발생 전압과 비교하여 보면, 이 때의 결과로부터 전압과 

곡률 간의 명백한 비례관계를 증명할 수 있으며, 곡률에 따라 센서 

신호가 1차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12) 

이와 같이 다양한 반경을 지닌 원통을 사용한 IPMC 굽힘 실험으로 

곡률 반경과 발생 전압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IPMC 센서가 곡률 

변수에 따라 신호 세기가 결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곡률의 변화가 센서 신호와 1차적으로 비례하는 것은 IPMC 센서의 

작동 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IPMC 센서는 외부 힘에 의한 굽힘 

변형으로 IPMC 내부의 수화된 양이온이 한 쪽 방향으로 이동할 때, 

전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원리이며 이 때 

이온들을 이동시키는 힘의 근원은 IPMC가 굽어짐으로써 발생한 

추력이다. 그리고 이 추력은 IPMC 전극의 수축한 부분과 팽창한 부분 

사이의 부피 차이와 이로 인한 압력 차이로 발생하며, 곡률의 변화는 

이를 표현하는 단위로써 쓰일 수 있다.  

이어서 곡률 외에 추가로 어떠한 요인들이 IPMC 센서의 신호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다른 변수들을 도입하여 

센서 발생 전압 측정 실험을 해보았다. IPMC를 센서로 활용함에 있어 

센서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통제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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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센서는 발생하는 신호를 측정함으로써 굽힘 정도를 알아내는 

것이 목적인 기구이며, 이를 위해서는 신호와 관계되는 변수 요인이 단 

한가지여야만 한다. 신호가 여러 개의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면 

일 회의 측정으로 얻은 신호로부터 여러 변수들을 모두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추후 IPMC 센서를 상용화할 때 매우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변수들을 확인하고 곡률 외에 다른 

변수들이 있다면, 이들이 신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실험 조건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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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Radius of curvature-output voltage curve of IPMC 

bending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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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 Curvature-output voltage curve of IPMC bending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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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IPMC 치수 

 

먼저 IPMC의 길이, 너비, 두께 등의 치수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만일 IPMC 치수가 변할 때 센서의 성능 또는 신호가 달라진다면, 

크기가 다른 센서 신호들 간의 정확한 비교가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IPMC의 기본 규격은 길이 60 mm, 너비 5 mm, 두께 1 mm로 두고 

실험하였다. (Figure 3-13) 

IPMC의 길이를 30, 40, 50 ,60 mm로 바꾸어 가며 센서 신호를 

측정해본 결과 모든 조건에서 6 mV 정도의 신호 세기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3-14) 이는 IPMC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은 

이온교환막의 넓이가 넓어지는 효과와 같으므로 막 내에서 이동하는 

전체 이온들의 양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온교환막의 넓이가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 비율로 전극의 넓이도 증가하므로, 전극의 단위 

면적당 이동하는 이온의 양은 여전히 일정하다. 이 때문에 IPMC 

전극에서 측정되는 전위차는 변하지 않고 같은 신호 세기로 나타나게 

된다.  

다만 30 mm 의 짧은 길이 조건에서는 다른 길이 조건에 비해 신호 

세기가 조금 높고, 동일 조건에서 측정한 결과 들의 편차도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일정 수준이상으로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IPMC에 

물리는 전극 부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극부는 자체 부피때문에 필연적으로 회전 모터의 원통 표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고, 이로 인해 IPMC에서 전극부 근처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크게 굽혀지게 되고 조금 더 높은 곡률을 갖게 된다. 

따라서 너비가 5 mm에 두께가 1 mm인 본 IPMC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센서 측정에 최소 30 m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며, 이 이상의 

길이에서는 길이에 무관하게 항상 동일한 세기의 센서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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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IPMC의 너비를 3, 5, 7, 9 mm로 바꾸어 가면서도 동일한 실험을 

해보았다. (Figure 3-15) 너비의 경우는 길이와 달리 그 크기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원통에 밀착이 가능하므로 모든 조건에서 큰 차이 

없이 동일한 센서 신호가 측정되었다. 이는 IPMC 길이를 변화시켰을 때 

같은 신호 세기가 얻어졌던 실험 결과와 동일한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길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같은 크기의 IPMC들을 세로 방향으로 

배열하여 하나의 IPMC로 구성한 모양과 동일한 반면, 너비를 

변화시키는 것은 IPMC를 가로로 배열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즉, 

IPMC의 길이를 변화시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극의 단위 면적당 

이동하는 이온의 양이 일정하여, 모든 IPMC에서 같은 전압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IPMC의 두께를 변화시켜 가면 센서 신호를 측정한 

경우, 가장 낮은 수치였던 0.6 mm의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서 

이전의 길이와 너비 변수 경우와 같은 6 mV 정도의 신호 값을 

나타내었다. (Figure 3-16) 두께가 센서 성능과 무관한 이유도 길이, 

너비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길이와 너비를 변화시키는 것이 

IPMC의 면적을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였다면, 두께를 변화시키는 것은 

IPMC들을 위아래로 여럿 포개는 것과 같다. 이 경우 전극의 면적은 한 

개의 IPMC일 때와 같이 변하지 않지만 이온교환막의 양이 증가하면서 

이동하는 이온들의 양도 증가한다. 그러나 두께가 증가하면서 IPMC의 

전극간 거리가 길어지는 형태가 되고 이는 이온들의 이동거리가 그만큼 

증가하였음을 뜻한다. 즉, IPMC의 단위 부피당 이동하는 이온들의 양은 

여전히 같게 되어 IPMC 전극에서 측정되는 전위차는 얇은 두께와 

두꺼운 두께에서 모두 동일하게 된다.  

단 0.6 mm의 매우 얇은 두께에서는 다른 두께 조건일 때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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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낮은 2 mV에 불과한 전압이 측정되었다. 이는 IPMC의 

센서로서의 성능보다는 기계적 물성에 관계된 현상이 그 원인이다. 

IPMC 센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원통 회전 모터에 밀착되어 

모든 부분에 고른 곡률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IPMC의 두께가 지나치게 얇아지게 되면 강성이 약화되어 IPMC가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비틀리고 휘어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상태에서는 원통 회전 모터에 의해 올바른 곡률이 

형성되지 못하고 원통 표면에서 들뜨게 되므로 정상적인 수치보다 훨씬 

낮은 센서 신호 수치가 얻어지게 되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IPMC 센서의 치수가 센서 신호 세기에 미치는 영향은 

그 크기가 지나치게 작아서 발생하는 전극부의 위치에 의한 실험 오차, 

또는 낮은 강성으로 인한 오그라짐 등의 센서의 성능 외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치수에 무관하게 언제나 같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IPMC 센서의 소형화하여 사용하는 데 있어 큰 

강점이며 작은 크기의 센서는 작은 에너지만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으므로, 센서로 인한 운동 제약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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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Dimension variables of IPMC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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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4. Sensor signal of IPMC bending sensors with various 

length (30, 40, 50, 6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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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5. Sensor signal of IPMC bending sensors with various 

width (3, 5, 7, 9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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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6. Sensor signal of IPMC bending sensors with various 

thickness (0.6, 1.0, 1.4, 1.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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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굽힘 속도 

 

곡률 외에 IPMC 센서의 신호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굽힘 속도의 영향을 알아 보았다. 굽힘 속도가 

증가하면 IPMC에 곡률이 부여되는 속도가 빨라져 이온교환막 내부의 

이온들이 더 큰 힘을 받게 되므로, 이로 인해 이온들의 이동 속도가 

증가하면 IPMC 센서의 신호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PMC의 굽힘 속도를 15, 30, 45, 60 deg/s로 달리 하였을 

때도 센서의 신호 세기는 다름없이 일정하였다. (Figure 3-17) 굽힘 

각도는 60 deg로 모두 같았기 때문에 최종 굽힘 각도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굽힘 속도가 빠를수록 적게 걸렸지만, 이는 센서 신호가 

최대치까지 증가하는데 걸린 시간만 다를 뿐 신호 세기는 동일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이온교환막 내부에서 이온들의 이동 속도는 IPMC 

전극간의 전위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IPMC의 굽힘 속도는 이온의 이동 속도와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57]. 굽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IPMC의 전극 팽창 및 수축이 

가속화되어 일시적으로 큰 추력이 이온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굽힘 

속도가 빠른 만큼 목표로 한 각도까지의 굽힘이 더 일찍 완료되기 

때문에 추력의 지속시간은 빨라진 속도만큼 감소하게 된다. 즉 높은 

추력으로 인하여 이온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 전위차의 발생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신호의 발생이 빠르게 일어날 뿐 최종적인 

전위차의 크기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IPMC 센서의 신호 

세기가 이온의 이동 속도가 아니라 이동한 이온들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증거로서, 굽힘 속도의 증가는 신호 세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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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7. Bending speed-output voltage curve of IPMC bending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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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굽힘 각도 

 

앞서 실험에서 IPMC 센서 신호가 곡률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며 

굽힘 속도나 IPMC의 크기와 같은 기타 실험 조건에는 영향 받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IPMC 센서의 곡률 조건이 같은 환경이라면 

항상 같은 신호가 측정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곡률은 비록 

센서의 지배 변수이지만 그것을 직접 응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곡률이 IPMC의 전 부분에서 동일하지 않고, 굽힘 도중 시시각각 

변화하는 곡률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IPMC 센서의 곡률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CCD 카메라를 사용하여 

센서의 위치를 판독하며, 센서의 굽힘을 영상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쓰이며, 위치 판독은 센서의 몇몇 포인트에 표식을 하여 그 표식을 

추적하는 방법과 [58, 59] 센서와 배경의 명암 차이를 이용하여 

흑백으로 이미지화하여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60]. 그러나 이들 곡률 

측정 방식은 그 정확성에 한계가 있었으며 센서 신호를 얻는 과정이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센서의 곡률을 좀 더 쉽게 측정하기 위하여 곡률을 좀 더 

직관적이고 측정이 편리한 다른 변수로 변환해 사용하고자 하였다. 

센서를 사용할 때 곡률을 부여하는 방식은 센서 끝 부분에 힘을 주어 

변형을 일으키거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처럼 원형의 곡면에 

접촉시켜 구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곡률은 항상 

고정되어 있으며 곡률이 적용되는 비율만 바뀔 뿐이다. 실생활에 응용 

시 곡률을 직접 변화시키는 것은 곡률 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원통 등 

복잡한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IPMC 센서에 

걸리는 곡률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곡률이 걸리는 

면적을 바꾸어서 신호를 조절할 수 있다는 현상은 매우 활용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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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특징이다. 실제 곡률을 IPMC 전체에 부여된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로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반면, 일정한 크기의 곡률을 

유지하며 굽힘 비율만 조절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편한 일이기 

때문이다. (Figure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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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8. Bending angle-output voltage curve of IPMC bending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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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  굽힘 적용 면적비 조절 

 

IPMC의 곡률이 일정할 경우 굽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센서 

신호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치수와 곡률 반경을 

일정하게 하고 IPMC가 굽어진 부분의 영역을 증가시킴에 따라 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측정하였다. 60 mm의 일정한 길이와 5 mm, 1.0 

mm의 너비 및 두께를 가진 IPMC를 전극부분 20 mm에만 곡률이 

부여되고 나머지 40 mm를 평평하게 유지하는 경우, 40 mm에만 곡률이 

부여되고 나머지 20 mm는 평평하게 유지되는 경우, 60 mm 전체 

길이에 곡률이 부여된 경우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ure 3-19) 각 단계는 같은 곡률을 유지하며 굽어진 IPMC에서 

굽어진 면적을 점차 늘려나감에 따라 센서 신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다. 이는 길이 60 mm의 IPMC가 완전히 

굽혀지기까지의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센서 신호를 측정한 

것과 동일한 실험이다. 이 경우 IPMC 센서의 전압은 각각 2 mV, 4 mV, 

6 mV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로부터 굽혀지지 않고 편평한 상태를 

유지한 IPMC 부분은 센서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3-20)  

또한 위 경우와 비교하기 위하여 IPMC 길이가 20 mm, 40 mm, 60 

mm인 세 가지 경우에서 IPMC 전체 면적에 곡률을 부여하였을 때의 

센서 신호도 측정하였다. (Figure 3-21) 이 실험에서는 세 경우 

모두에서 6 mV 정도의 동일한 신호 세기를 얻을 수 있었다. (Figure 

3-22) 두 경우의 실험 결과를 분석해보면 우선 곡률이 부여된 면적의 

비율과 각각의 신호 세기가 1차적으로 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IPMC의 길이를 20 mm, 40 mm, 60 mm로 달리 하고 일정한 

크기의 곡률을 전체 부분에 주었을 때 서로 비슷한 크기의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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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졌다는 것에 비하여 특징적인 현상이었다. IPMC의 굽힘이 일어난 

부분의 크기가 같음에도, 굽어지지 않은 편평한 부분의 존재에 의해 

센서 신호가 감소하였고, 여분의 IPMC 부분 비율이 커질수록 센서 

신호는 더욱 낮아진 것이다. 

이러한 곡률이 걸리는 영역의 비율에 따른 센서 신호의 크기 변화 

현상은 IPMC 센서의 원리를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 IPMC 센서에서 

이온이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위차는 양쪽 금속 전극에서 전압을 

발생시키게 된다. IPMC처럼 이온교환막이 금속 전극 사이에 있는 

구조는 축전기로써 기능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는데 [51, 55], 

축전기에서 발생하는 전압은 전기에너지의 크기가 같을 경우 전극의 

넓이에 반비례하여 증가한다. 즉 IPMC의 경우는 단위 전극 면적 당 

이동하는 이온들의 양이 많을수록 더 큰 전기 신호가 얻어진다는 것이다. 

위 실험에서는 IPMC의 크기가 모두 같기 때문에 전극의 면적은 

동일하다. 반면 곡률이 부여되어 굽힘이 일어난 부분은 IPMC의 

일부분만이었기 때문에,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는 부분의 부피가 차이가 

나고 적게 굽어진 IPMC는 더 적은 양의 이온이 이동한다. 결과적으로 

전극의 면적은 같은데 이온의 양이 달라져서, 단위 전극 면적 당 

이동하는 이온들의 양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IPMC 전체에 

곡률이 잡혔을 때에 비해서 일부의 신호 밖에 얻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74 

 

 

 

 

 

 

 

 

 

 

 

Figure 3-19. IPMC bending sensors with same length (60 mm) and 

different bending/total length ratio (33, 66, 100 %). 

 

 

 

 

 

 

 

 

 



 

 75 

 

 

 

 

 

 

 

Figure 3-20. Sensor signal of IPMC bending sensors with same 

length and different bending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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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1. IPMC bending sensors with different length (20, 40, 

60 mm) and same bending ratio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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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2. Sensor signal of IPMC bending sensors with different 

length and same bend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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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  이온교환막 크기 조절 

 

IPMC 센서에서 이온들과 전극의 역할을 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하여, 앞서의 굽힘 비율 조절 실험과 연계하여 추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우선 총 길이 60 mm인 IPMC의 절반 30 mm는 금속 

전극이 도금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 30 mm는 전극이 없는 이온교환막 

형태의 IPMC를 제작하였다. (Figure 3-23) 그리고 총 길이 30 mm인 

IPMC를 따로 제작하여 두 IPMC의 센서 기능을 비교 측정하였다. 두 

IPMC는 전극의 면적은 같지만 이온교환막의 부피에서 두 배 차이가 

나므로 이로부터 IPMC 센서에서 전극과 이온량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센서 측정 방법은 총 길이 30 mm인 IPMC의 전면을 원통에 

밀착시켜 곡률을 부여한 경우, 절반만 전극이 도금되어 있는 IPMC에서 

전극 부분 30 mm에만 곡률을 부여하고 나머지 도금되지 않은 30 mm 

부분은 평평하게 유지한 경우, 전극부분과 이온교환막 부분 전체에 

곡률을 부여한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의 센서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Figure 3-24) 그 결과로 세 경우 모두에서 

IPMC의 길이와 굽힘 비율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6 mV로 비슷한 

신호를 얻을 수 있었다. (Figure 3-25) 

이 실험 결과는 IPMC 센서에서 이온교환막과 이온 이동의 역할을 

잘 설명해 준다. 세 경우 중 첫 번째 경우처럼 IPMC의 여분의 

이온교환막이 없는 경우나, 두 번째 경우처럼 여분의 이온교환막이 

있지만 굽혀지지 않은 채로 내부 이온이 이동하지 못하였거나, 세 번째 

경우처럼 굽힘이 가해져 여분의 이온교환막에 있는 이온까지 총 두 배에 

해당되는 양의 이온들이 이동해도 센서의 신호 세기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분의 이온교환막이 없는 첫 번째 경우는 IPM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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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60 mm에서 30 mm로 줄은 것과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전극 

면적 당 이동하는 이온의 양은 같게 된다. 여분의 이온교환막이 있는 두 

번째 경우도, 굽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여분의 이온교환막에서는 

이온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여분의 이온교환막은 IPMC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이온 이동량과 전극의 면적도 동일하므로 

첫 번째 경우와 같은 신호 세기를 보여준 것이다. 세 번째 경우는 

여분의 이온교환막에 굽힘이 가해져 이온 이동이 일어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센서 신호 세기에는 변동이 없었는데, 이는 여분의 

이온교환막에서 이동한 이온들은 막내부의 전기적 균형을 깨며 전위차는 

발생시키지만, 표면에 전극이 없기 때문에 전위차가 전압 신호로 

나타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이 때 여분의 이온교환막에서 이동한 

이온들은 센서 신호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기에 같은 결과가 얻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IPMC 센서의 신호 세기를 결정하는 지배 

변수는 곡률 또는 굽힘 각도이지만, IPMC의 단위 전극 면적당 이동하는 

이온기량을 변화될 때에만 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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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3. Schematic diagram of partially plated I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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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3-24. Bending of (a) fully plated IPMC and partially plated 

IPMCs: (b) with extra flat membrane, and (c) with extra bent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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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5. Time-output voltage curve of bending sensor with 

fully plated IPMC, partially plated IPMC with extra flat membrane, 

and partially plated IPMC with extra bent membrane. 

 

 



 

 83 

3.4.4.3  관절 기구를 이용한 굽힘 반복시 센서 신호 

 

IPMC 센서가 곡률을 유지하며 굽힘 각도를 변화시킬 때 센서 

신호가 변한다는 원리를 응용하여 관절 모양을 본뜬 모형에서 일정한 

곡률을 유지한 채로 관절의 굽힘을 반복하며 그때의 IPMC 센서에서 

얻어지는 신호를 분석해 보았다. (Figure 3-26) IPMC 센서는 관절 및 

마디 부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에 따라 관절 모형을 굽힐 

때 자연스레 곡률 면적이 변화되는 구조였다. 그 결과, 반복 굽힘 

운동의 주기와 일치하는 약 0.4 Hz의 주파수를 지닌 파형의 신호가 

측정 되었다. (Figure 3-27) 신호 파형의 세기 또한 매 주기마다 

일정하게 측정되었다. 관절 모형이 굽힘을 반복할 때마다 IPMC는 관절 

마디에 의해 일정한 곡률로 굽어지고 굽힘 각도가 증가할수록 관절 부와 

접촉하는 면이 넓어져 더 큰 신호가 발생하며, 관절이 펴질 때는 반대로 

관절부가 좁아지면서 IPMC의 곡률 면적이 좁아져서 신호도 감소한다. 

이 결과로부터 IPMC의 굽힘 각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함으로써 굽힘 

비율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제어가 

어려운 곡률을 대신하는 IPMC 센서의 지배 변수로서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모형과 같이 관절부에 IPMC를 부착시키는 

모델은 실제 IPMC 센서를 사용할 경우에 굽힘 곡률과 각도를 조절하는 

가장 적합한 활용방안이 될 수 있다. 원통형의 관절부가 자연스럽게 

IPMC에 곡률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며, 두 개의 마디는 IPMC가 

관절부외에 마디부에서 굽어져 신호에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평하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여, 반복 굽힘 운동 시에도 IPMC가 관절 모형에 

잘 붙어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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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6. IPMC bending sensor on joint dummy with fixed 

curv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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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7. Time-output voltage curve of IPMC bending sensor 

with same curvature by using joint d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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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IPMC 센서 성능 평가 

 

IPMC 센서를 실제 산업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용화된 

센서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성능 지표가 필요하다. 현재 

상용화된 굽힘 센서들은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써 

정확도 정밀도, 민감도, 분해능 등의 성능 평가 지표를 갖고 있다 [61-

64]. 이에 IPMC 센서의 경우도 정확도와 정밀도, 민감도, 분해능을 

계산하여 보았다. 

 

3.5.1  정확도 

 

정확도 (accuracy) 란 굽힘 센서의 신호로부터 역산한 굽힘 변위 

값이 실제 굽힘 값과 얼마나 유사한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정확도는 

굽힘 각도 당 증가하는 전압 세기 데이터를 1차식으로 피팅하여 구하며, 

피팅 방법은 최소자승법으로 구하였다. 최소자승법은 피팅으로 구한 

수식에 굽힘 각도를 대입하여 구한 전압값과, 그 굽힘각도에서 실제 

센서로부터 얻은 전압 데이터 간의 차이를 모든 굽힘 각도에서 각각 

구하고, 이들의 제곱 값들 합이 가장 최소가 되는 피팅식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렇게 피팅으로 구한 수식으로부터 계산한 전압 값과 

실제 데이터값 간의 최대 차이가 정확도가 된다. IPMC 센서에서 최대 

센서 신호는 곡률 반경을 2 cm로 하였을 때 8 mV 정도로 얻어진다. 이 

때의 센서 신호를 피팅하여 근사식을 구하고 실제 신호 세기와 비교하여 

가장 큰 오차를 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얻어진다. (Figure 3-28) 

 

 



 

 87 

 

Accuracy ∶ minimum value of an 

an ∶ (Detected output voltage from sensor at n degree) 

−(Calculated value from fitting equation by substituting n)(V) 

n ∶ bending angle of sensor (deg) 

 

IPMC 센서에서 피팅식과 실 데이터간의 차이를 구했을 때 가장 큰 

값으로는 약 0.048 mV의 수치가 얻어졌다. 즉 IPMC 센서의 정확도는 

±0.048 mV 이내이며, 이는 최대 신호 세기인 8 mV와 비교하여 ±0.6 % 

이내의 정확도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정확한 값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다른 굽힘 센서와 비교해보았다. 

굽힘 센서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상용화된 센서는 SPECTRA 

SYMBOL사의 Flex sensor®를 비롯한 기계식 금속 센서이다 [65]. 

이들 기계식 센서들은 부도체 표면에 구리와 같은 도체가 길게 회로로 

부착되어 있고, 굽힘이 발생할 때 도체가 굽혀지며 증가하는 저항에 

의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달라지는 것을 측정하는 원리로 사용된다. 

이러한 방식은 구조와 원리가 쉽고 간단하며, 미세한 크기의 굽힘도 

측정할 수 있고, 굽힘 정도와 센서의 저항변화가 일차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측정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센서의 

성능은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무관하기 때문에 소모 에너지도 

매우 적다. 위 센서의 경우 약 ±0.1 % 이내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0.6 %로 측정된 IPMC 센서의 정확도와 

비교하면 6배 더 높은 값이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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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정밀도 

 

 정밀도 (precision) 는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번의 측정을 

반복하였을 때, 센서 신호 값이 얼마나 재현성 있게 나타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정밀도가 좋은 센서는 여러 회 측정하여도 항상 

일정한 측정값을 보여주며 이는 센서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값이다. 정밀도가 낮은 센서는 신호 측정 시마다 다른 전압 값을 

나타내어 측정 결과의 신뢰도가 낮다. 정밀도는 센서 측정을 충분히 

많이 반복하였을 때 신호 측정값들의 표준정규분포를 나타내며, 이때의 

표준편차를 정밀도로 정의한다. 

 

𝑁𝑜𝑟𝑚𝑎𝑙 𝑑𝑖𝑠𝑡𝑟𝑖𝑏𝑢𝑡𝑖𝑜𝑛 𝑜𝑓 𝑣𝑜𝑙𝑡𝑎𝑔𝑒 =
1

𝜎√2𝜋
exp (−

(𝑥 − 𝜇)2

2𝜎2
) 

𝜇 = 𝐴𝑣𝑒𝑟𝑎𝑔𝑒 

𝜎 = 𝑆𝑡𝑎𝑛𝑑𝑎𝑟𝑑 𝑑𝑒𝑣𝑖𝑎𝑡𝑖𝑜𝑛 = 𝑃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 

 

IPMC 센서를 2 cm 곡률 조건에서 수십 회 반복 측정한 결과 

얻어진 정밀도는 ±1 mV이었으며, 이는 최대 신호 세기인 8 mV와 

대비하였을 때 ±12.5 % 정도이다. 기계식 센서의 경우는 1 % 이하의 

높은 정밀도를 보여주며 [66], IPMC 센서에 비해 10배 이상 우수한 

값이다. 이는 기계식 센서가 도체의 저항 변화를 즉각적으로 측정하는 

단순한 원리인 것과 달리, IPMC 센서는 굽힘에 의해 물과 이온이 

이동하고 이에 따른 전위차가 형성되는 과정이 보다 복잡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용된 소재의 높은 탄성으로 인해 모든 굽힘 

영역에 일정한 곡률이 부여된 기계식 센서와 달리, IPMC 센서는 소재의 

한계로 인해 곡률이 일정하지 못하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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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민감도 

 

민감도 (sensitivity) 는 입력값과 결과값 사이의 비율을 나타내며 

IPMC 굽힘 센서에서는 굽힘 각도 대비 발생 전압 (mV/deg)을 

의미한다. 민감도가 높은 센서는 같은 굽힘 조건에서도 더 높은 전압이 

나오므로 측정 장비의 노이즈 대비 신호 세기가 높아 신호 판독에 

유리하다. 노이즈의 크기는 측정 장비 및 실험 환경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센서의 신호 세기와는 무관하게 일정하다. 따라서 높은 신호 

세기는 높은 노이즈 대비 신호비로 이어지고 이는 IPMC 센서 응용 시 

신호 판독이 정확해진다는 강점이 있다.  

 

𝑆𝑒𝑛𝑠𝑖𝑡𝑖𝑣𝑖𝑡𝑦 =
𝑉

𝜃
 

𝑉 = 𝑜𝑢𝑡𝑝𝑢𝑡 𝑣𝑜𝑙𝑡𝑎𝑔𝑒 𝑜𝑓 𝑏𝑒𝑛𝑑𝑖𝑛𝑔 𝑠𝑒𝑛𝑠𝑜𝑟 (𝑚𝑉) 

𝜃 = 𝑏𝑒𝑛𝑑𝑖𝑛𝑔 𝑎𝑛𝑔𝑙𝑒 (𝑑𝑒𝑔) 

 

 

IPMC 센서의 민감도는 0.118 mV/deg로 나타났다. 민감도는 

측정된 센서 신호를 증폭하는 과정에서 센서로부터 발생한 전압을 

높이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측정 장비의 노이즈 또한 

증폭되기에 적절한 조율이 요구된다. 기계식 센서의 경우는 신호의 

증폭도에 따라 최소 0.01에서 수 mV/deg까지의 민감도를 보이고 있다. 

[67]. 다만 노이즈의 세기에서 IPMC 센서와 기계식 센서간에 차이점을 

보인다. IPMC 센서는 외부에서의 에너지 공급이 없이 자체 이온막 

내부의 전하 이동으로 전위차를 발생시키는데 반하여, 기계식 센서는 

미약하나마 외부로부터 전류가 회로에 흐르는 상태에서만 신호 측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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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기능적 차이 때문인데, 이로 인해 기계식 센서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의 크기가 IPMC 센서보다 약 3배 가량 크다. [68] 

 

3.5.4  분해능 

 

분해능 (resolution) 은 서로 다른 센서의 전기 신호를 구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해능이 좋을수록 더 작은 

신호 차이와 미세한 신호 변화도 감지해 낼 수가 있다. 굽힘 각도 당 

센서 신호 세기 그래프를 확대해보면 신호가 일직선이 아닌 계단형으로 

단차를 보이며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단차의 높이 가 센서의 

분해능이 된다. 분해능은 센서의 고유한 특성 뿐만 아니라 측정 장비의 

성능 등 외부 조건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센서로 측정할 때도 

다른 분해능을 얻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IPMC 센서로 측정한 분해능은 

0.06 mV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계식 센서에서 얻어지는 분해능이 0.1 

mV 수준인것과 비교하여 2배가량 더 우수한 성능이다 [68]. 이것 또한 

앞서 민감도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원인으로, IPMC 센서는 외부에서 

센서에 간섭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측정이 가능하여 높은 

분해능을 갖는 것이다. 

IPMC의 성능 평가를 종합하면, IPMC 센서의 성능은 상용화된 

기계식 센서에 비해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IPMC와 

기계식 센서는 작동 원리에서 차이가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전극의 

수축과 팽창에 의해 신호가 생성된다는 점은 같지만, 기계식 센서는 

전극이 수축과 팽창에 따라 전극 금속의 저항 값이 변화하고 이 저항 

변화에 의해 외부에서 전극에 걸어준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는 것을 

측정한다. 즉 기계식 센서는 IPMC 센서에서 이온들이 항시 이동중인 

것과는 달리 전극에서 흐르는 전류 외에는 구조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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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IPMC 센서보다 더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정확도와 

정밀도 등 센서의 신뢰성 면에서 IPMC 센서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그러나 기계식 센서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신호 측정을 위해서는 

항상 전극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극의 저항 

변화에 의한 전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필수적인데, 이 때문에 IPMC 

센서와 달리 외부에서 지속적인 전압을 걸어주어야 해서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고 신호의 노이즈가 크게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IPMC는 

내부 이온교환막의 이온들이 직접 이동하여 전위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 전기 에너지가 소모가 요구되지 않아 독립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강점이 있다. 이 때문에 IPMC 센서는 측정을 위해 필요한 

장비가 기계식 센서보다 더 적어 미세한 규모의 응용에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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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8. Accuracy of IPMC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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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9. Precision of IPMC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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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0. Sensitivity and resolution of IPMC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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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온성 전기활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굽힘 센서로써 

응용하고 그 성능을 살펴 보았다. 이온성 전기활성 고분자는 기존의 

기계식 금속 기반 소재들에 비하여 작고 가벼우면서도 낮은 에너지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온성 전기활성 

고분자는 구동체와 센서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응용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온 

소재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기존에 주로 연구되어 왔던 이온성 

전기활성 고분자의 구동체로서 기능 뿐만 아니라, 반대로 외부의 기계적 

힘에 의하여 변형이 일어났을 때 이를 받아들이고 반응하여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키는 센서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특성을 알아보았다.  

이온성 전기활성 고분자는 두 전극과 전극 사이의 이온교환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온교환막 내부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양이온과 

고분자에 결합해 고정되어 있는 음이온을 포함하고 있다. 이온성 

전기활성 고분자의 구동체 또는 센서로서의 기능은 이 이온들의 

움직임에 의한 것으로, 수화된 이온이 전위차 또는 굽힘 변형에 의하여 

이동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때문에 이온성 전기활성 고분자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이온교환막의 이온기량과 이온전도도를 비롯한 

막특성이었으며, 그 동안 이루어져왔던 연구도 대부분 이 막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기존에 이온교환막으로 

이용되어 왔던 소재인 나피온은 화학적 구조가 단단하고 유연성이 

부족하여 물성을 개질하기가 어려운 문제점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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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나피온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이온교환막을 합성하여 

이온성 전기활성 고분자의 성능을 개량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이온교환막의 합성 방법으로는 방사선 그라프팅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스타이렌에 술폰기를 이온기로 가진 불소계 고분자를 방사선 조사를 

통해 제조하고 술폰화 반응량을 조절하여 나피온보다 더 우수한 

막특성을 가진 이온교환막을 만들었다. 함수율의 경우 나피온이 건조 

상태에서 무게 비교시 약 0.27 정도의 질량비를 보여준데 반해, 방사선 

그라프팅으로 제조한 불소계 이온교환막은 최소 2.68에서 최대 

4.14까지의 수치를 보여주어, 나피온 대비 10에서 15배 더 증가한 

함수율을 보여주었다. 이온교환용량의 경우 최소 2.40 meq/g에서 최대 

3.48 meq/g로 나피온의 0.96 meq/g에 비해 2.5에서 3.6배, 

이온전도도의 경우 최소 0.143 S/cm에서 최대 0.178 S/cm로 나피온의 

0.06 S/cm보다 2.4에서 3배 더 증가하였다. 이러한 향상된 막특성으로 

인하여 방사선 그라프팅으로 제조한 이온교환막으로 만든 이온성 

전기활성 고분자 센서는 나피온을 사용한 센서 보다 약 2배에서 5배 

가량 더 높은 센서 신호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온성 전기활성 고분자의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온성 

전기활성 고분자 표면에 소수성 고분자인 parylene을 도포하여 내부 

수분의 증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고, 공기 중에서 동작할 때도 성능 

저하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센서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표면 방수 처리를 통해 이온성 전기활성 고분자의 수분 

증발속도가 억제되어 최대 수분 함유량이 3 %에서 12 %로 4 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온성 고분자-금속 복합체의 굽힘 센서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곡률, 굽힘 각도, 굽힘 속도 등을 변화시켜가면서 측정하였고, 

최적의 이온성 전기활성 고분자 치수도 확인하였다. 이온성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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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복합체 굽힘 센서의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곡률이었으며, 고정된 곡률을 유지한 상태로 이온성 고분자-금속 

복합체에 곡률이 적용되는 면적을 변화시켰을 때에도 곡률을 변화시켰을 

때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외의 굽힘 속도와 센서의 

치수는 신호 세기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센서 치수의 

경우는 크기가 작은 것이 기계적 강성이 작아서 센서가 움직이는데 보다 

적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작은 치수의 이온성 고분자-금속 

복합체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이때 이온성 고분자-금속 복합체 

센서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치수는 길이 40 mm, 너비 5 

mm, 두께 1 mm 이었다. 

마지막으로 굽힘 센서로서 이온성 전기활성 고분자의 평가 지표를 

정확도, 정밀도, 민감도, 분해능의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구하였으며 

각각의 성능을 수치화하였다. 그 결과 정확도와 정밀도는 기존의 기계식 

센서보다 6배에서 10배 가량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나, 민감도와 

분해능은 2배 내지 3배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는 IPMC 

센서가 기계식 센서 대비 복잡한 작동 원리 때문에 센서의 신뢰도와 

재현성 면에서 불리하지만, 낮은 노이즈 발생 등 우수한 신호 안정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전류 공급 등 간섭이 없이 

굽힘 측정과 신호 발생이 가능한 특징으로 인하여, 센서 단독으로 

작동이 가능하고 측정장비를 제외한 기타 주변기기가 필요없다는 강점을 

갖는 것이 기계식 센서와 대비하였을 때 IPMC 센서만의 차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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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ionic polymer-metal composite 

bending sensor 
 

Dae seok, Song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lectroactive polymer is a material that is deformed by external 

electrical stimulus, and its simple structure and small size compared 

to the metal-based actuators makes it possible to applications such 

as artificial muscles, MEMS, and medical applications. 

In particular, ionic polymer-metal composite (IPMC) is able to 

exhibits high force efficiency with relatively low energy, so the 

IPMC has been issued as a next generation actuator. In addition, the 

IPMC can be performed not only the actuator for generating the 

mechanical deformation by electrical energy, it is also possible to 

generate electrical signal caused by its bending. By using this 

characteristic, IPMC can be utilized as a bending sensor which 

measures the bending displacement by detecting the electrical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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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henomenon is caused by mobile cations in ion exchange 

membrane of IPMC. IPMC bending sensor have several advantages 

of small size, light weight, wide bending angle range, high energy 

efficiency. 

In this study, IPMC bending sensor was manufactured by using 

nafion membrane. Also, radiation grafting method was introduced to 

synthesize novel ion exchange membrane with increased amount of 

ionic groups than nafion. Then the membrane properties of nafion 

and radiation-grafted membrane such as water content, ion 

exchange capacity, ionic conductivity were measured and evaluated. 

Research of water-proof coating on IPMC surface for 

improving the life-time of IPMC sensor was proceeded, to prevent 

evaporation of water, which decreases the performance of IPMC 

sensor. Parylene, the hydrophobic polymer, was used as water-

proof material. 

Additionally, properties of IPMC bending sensor was measured 

and discovered the main factors which determine the intensity of 

sensor signal. And the performance of the IPMC bending sensor 

was evaluated. 

 

 

Keywords : Electroactive polymer, Ionic polymer-metal composite, 

Ion exchange membrane, Radiation grafting, Bending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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