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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polymer-metal composite (IPMC)-based ionic artificial muscle has been drawing a huge 

attention for its excellent soft actuator performance having outstanding soft actuator performance with efficient 

conversion of electrical energy to mechanical energy under low working voltage. In addition, light, flexible and 

soft nature of IPMC and high bending strain response enabled development of versatile sensor application 

in association with soft actuator. In this paper, current issues of IPMC were discussed including standardizing 

preparation steps, relaxation under DC bias, inhibiting solvent evaporation, and improving poor output force. 

Solutions for these drawbacks of IPMC have recently been suggested in recent studies. After following 

explanation of the IPMC working mechanism, we investigate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the operating 

performance of the IPMC. Then, we reviewed the optimized IPMC actuator fabrication conditions especially 

for the preparation process, additive selection for a thicker membrane, water content, solvent substitutes, 

encapsulation, etc. Lastly, we considered the pros and cons of IPMCs for sensor application in a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point of view. The strategies discussed in this paper to overcome such deficiencies of 

IPMCs are highly expected to provide a scope for IPMC utilization in soft robotics application. 

Keywords: IPMC, soft actuator, sensor, ionic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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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소프트 로보틱스 분야의 개발로 인해서 액추에

이터와 센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 로

보틱스에 사용되는 파트들은 크기가 작으면서 유연

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을 만족하는 물질로써 Ionic 

polymer-metal composite (IPMC) 이온 고분자-금

속 복합체 (IPMC)는 최근 20년간 소프트 로보틱스와 다

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센서, 액추에이터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1-5) 전기활성중합체 중 하나인 IPMC

는 소프트 로보틱스에 사용하기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

다. 장점들로는 가벼운 무게, 부드러움, 전기 에너지의 

효율적인 물리적 에너지로의 변환, 낮은 활성 전압에서

(1~3V) 나타나는 큰 벤딩 스트레인, 낮은 전력 소비, 빠

른 반응, 물리적이나 기계적으로 높은 내성과 안정성, 

소형화의 간단함 등이 있다.6) 상기한 특징들로 인해서 

IPMC는 소프트 로보틱스에서 소프트 액추에이터로 이

용되었고 특히 마이크로 로봇과 해저 로봇과 같은 곳에 

사용되었다.3, 7) IPMC는 또한 물리적인 에너지를 전기

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특성은 센서 분야에서 스스로 감지하는 특성으로 주목

을 받고 있다.8)

IPMC의 유용한 특성으로 인해 이미 많은 연구자들

이 다양한 응용방안을 제시하였다. Kamamichi et. al

은 IPMC 액추에이터와 센서를 뱀의 형태를 가진 수영 

로봇으로 제안하였다.9) Mojarred et. al은 IPMC를 생

물모방 해저 로봇의 추진시스템에서 이용되는 프로펠러

로 사용하였다.10) 2007년에는 Guo et. al은 해파리와 

같은 해저 로봇을 만드는데 IPMC 액추에이터를 사용하

였다.11) Krishen et. al은 우주 임무에서의 IPMC 어플

리케이션을 제안하였다.12) 2015년 Shen et. al은 IPMC 

센서를 사용하여 해저 차량을 제작하였다.13) Palmre 

et. al은 생물에서 영감을 받은 IPMC 액추에이터로 구

부리고 휘는 것이 가능한 지느러미를 만들었다.7) 소프

트 로보틱스에서 소프트 액추에이터로써의 쓰임새 말고

도 IPMC는 광학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는데, 컴팩트 카

메라의 자동 초점 시스템이나 내시경에서 사용되는 기

울임 액추에이터와 같은 곳에 사용된다.14, 15) 이와 더불

어 Tripathi et. al은 IPMC 액추에이터를 능동형 카테

터 가이드 와이어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16) 2018년에는 IPMC를 사용한 재활용가

능 점자 디스플레이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였다.17) 최근에 

Chang et. al은 약을 전달 기구로 사용하면서 생물의

학 분야로도 활용도를 넓혀 가고 있다.18) 그러나 IPMC

도 물질의 특성으로 인해서 넘어야할 문제들이 존재한

다. 예를 들어, DC 전압에서의 스트레인 약화, 낮은 출

력, 용매 증발, 표준화되지 않은 준비 과정 등의 요소들

이 IPMC의 센서나 액추에이터로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선될 여지가 많다.6) 최근 몇 년 간 기존 문제

점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소프트 로보틱스 분야에 활

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그 중 하나는 

준비단계의 최적화와 개선을 통해 표면전극을 균등하게 

형성하는 것이다.19, 20) 균등한 표면전극은 샘플이 균일한 

성능을 낼 수 있게 해준다. Relaxation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노력으로는 물을 기반으로 한 IPMC의 경우 물

의 함량을 조절하거나 아예 물을 비휘발성 용매로(주로 

이온성 액체) 대체 하는 것이 있다.21-24)

이 논문은 위에 서술한 IPMC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의 해결법으로 제시된 표면 전극의 최적화, 고분자 분리

막, 전극 표면 등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음

과 같은 세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IPMC

의 구동원리를 소개하고, IPMC의 아웃풋을 최적화하기 

Fig. 1. 최근 10년간 발간된 소프트 액추에이터 관련 논문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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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다양한 방법인 샘플 준비단계 최적화, relaxation 

제거, 출력 개선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IPMC를 센서로

써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고자 한다.

2. IPMC 변형 및 센싱 메커니즘

일반적으로 IPMC는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해질 분리막과 두 개의 귀금속층이 분리막의 두 면

에 샌드위치 같이 존재하는 구조이다. 액추에이팅을 하

는 메커니즘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Nafion, Flemion, 

Aciplex와 같은 물질들이 화학적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

에 IPMC에서 기본 멤브레인으로 쓰인다.25) 전극층은 기

본 멤브레인 층의 양면에 도금하여 형성하는데 금, 백

금, 팔라듐과 같은 귀금속 염이나 혼합된 염들을 사용

한다.23 IPMC에 전기장이 가해지게 되면 분리막 내부

에 있던 양이온과 물분자가 같이 음극으로 이동하게 된

다. 결과적으로 양이온과 물분자의 농도가 이방성으로 

분포하게 되고 IPMC의 음극 부근에서 변형이 일어나게 

되며 양극으로 IPMC가 구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다.26) 마찬가지로 기계적인 변형이나 다른 자극이 가해

지게 되면 IPMC 내부에서 발생하는 변형율의 그라데이

션으로 인한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IPMC

의 양 전극에서 전위차를 형성하게 된다.8) 위에 서술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IPMC가 분리막이 존재하는 중간

층, 양이온, 용매, 그리고 전극층까지 총 4가지로 구성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작

동 원리를 이해하고 4가지 구성 요소들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 연구를 진행해왔다.

3. IPMC 액추에이션 성능 최적화를 위한 방법

현재 최첨단 IPMC 제조기술들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단계를 반드시 포함한다. 표면 사전처리, 초기 합성과정 

(함침 환원, 환원제 보급), 표면 전극 형성(물리적 증착, 

전기도금), 이온 교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단

계는 IPMC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가지

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핵심요인들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

요하다. 2012년 Chang et. al은 팔라듐을 전극으로 사

용하는 IPMC의 효과적인 준비 방법을 제안하였다.27) 논

문에 따르면 전체적인 준비과정을 세 가지 핵심적인 단

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처리, 두번째는 함침 

환원 도금, 마지막으로 자가촉매적 도금이다. 

IPMC의 자체적인 물성도 성능에 영향을 주는데 표면 

저항, 구부림 저항, 유전계수 같은 요소들이 대표적이

다. 2014년 Wang et. al은 IPMC의 물리적 성질과 전기

기계적 성질이 처리 단계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 보고하였다.28) Wang et. al은 사전 처리, 함침 환원, 

화학 도금과 같은 핵심적인 단계를 조합하여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IPMC를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IPMC 성

능의 물리적 요인에 의한 영향과 표면과 인터페이스 전

극의 형성 메커니즘을 밝혀냈다. 사전처리는 거친 표면

을 형성하여 전극이 더 깊게 표면을 파고들 수 있게 만

들었고 구부림 저항을 감소시켰다. 함침 환원 과정은 중

간층인 분리막으로 전극이 더 세세하게 침투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함침 환원으로 형성된 나노입

자 전극은 넓은 분산 영역은 IPMC의 정전용량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처리를 통해 준비된 샘플은 기존의 

거칠지 않은 표면을 가진 IPMC와 비교하였을 때 1.7V

에서 최대 10mm의 변형율을 보여 더 좋은 성능을 입증

하였다. 

2016년에는 Stoimenov et. al은 모래분사 방법을 통

Fig. 2. IPMC 액추에이터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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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표면을 거칠게 하는 것이 계면전극 및 표면의 상태

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29) 

모래분사는 중간에 있는 분리막의 화학적인 손상없이 

손쉽게 표면 거칠기를 통제하는 방법인데 모래분사 시

간과 모래입자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것으로 Nafion 표

면 프로파일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를 

통해 얻어진 분리막을 이용하여 IPMC의 표면 저항, 등

가 모듈러스, 정전용량을 최적화에 성공하였다.30)

물을 용매로 쓰는 IPMC에 DC 전압이 인가되는 경

우 IPMC가 급속도로 변형되지만 초기의 지점으로 느리

게 돌아온다.31, 32) 이 때 IPMC가 초기 지점을 벗어나 회

복된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Relaxation effect

라고 한다. 이런 relaxation은 IPMC가 갖는 가장 큰 단

점이며 액추에이터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소프트 

로보틱스로 사용을 제한하는 요소가 된다. 현재는 이러

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방식이 개발되었는데 

첫 번째는 IPMC 물의 함량을 조절하는 방식이고21, 22) 두 

번째는 이온성 액체를 용매로 쓰는 방식이다.23, 24)

IPMC에서 물의 함량은 relaxation에 영향을 주는 핵

심요소로33) Wang et. al은 금 타입과 팔라듐 타입의 

IPMC들의 전기기계적 성질이 탈수에 의해서 어떤 영

향을 받는지에 대해 보고한 바가 있다.23) 논문에 따르면 

IPMC의 수분함량에 따라서 표면전극의 형태가 바뀌고, 

더 나아가 액추에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리적 

특성인 표면 저항, 정전용량, 단단함 등에도 영향을 준

다는 것을 보여줬다. 

전통적으로 Nafion 117은 IPMC에 가장 많이 이용되

는 분리막으로 180um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 그런

데 Nafion 117을 사용한 IPMC의 경우에는 얇은 두께로 

인해 10mN보다 낮은 출력을 보여서 높은 출력을 요구

하는 곳에서는 쓰는 것이 제한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더 두꺼운 분리막을 사

용하는 것이다. 두꺼운 분리막을 제작하기 위해 용액 캐

스팅방식이 제안되었다.21, 34) 이를 통해 만들어진 IPMC

는 두께 1.12mm, 너비 4mm, 길이 30mm의 제원을 갖

고 3V의 전압에서 44.1mN의 출력을 보였다. 2011년에

는 He et. al은 다양한 두께의 IPMC 성능을 보고하였는

데 3.5V의 전압에서 0.22mm에서 0.42mm, 0.8mm로 

증가함에 따라 변형은 각각 26.1%, 46.3% 감소하였으

나 출력에서는 각각 100.6%, 13.8%의 성능 향상을 가져

왔다.35)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Nafion 분리막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IPMC의 출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다른 출력향상 방법으로는 IPMC의 고분자 분리막에 

첨가물을 주입하는 방식이 있다. Guo et. al은 수용해성 

설폰화 다층 탄소나노튜브를 Nafion에 주입하여 낮은 

전압에서도 높은 변형을 보이는 새로운 종류의 IPMC를 

개발하였고 3V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 9.2mN의 출력을 

보였다.36) Wang et. al 경우에는 고분자 분리막을 용액 

캐스팅을 할 때 첨가물을 넣어서 그에 따른 영향을 보는 

연구를 보고하였다.37) 에틸렌글리콜, 디메틸설폭사이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N-메틸포름아미드를 주입하

였을 때의 영향을 보았는데, 에틸렌글리콜을 주입하여 

제작한 IPMC 액추에이터는 4mm라는 큰 변형과 2V 전

압에서 1.5mN의 출력으로 첨가물이 없는 IPMC 액추에

이터에 비해 높은 전기기계적 특성을 보였다. 추가적으

로 Dai et. al은 분리막과 양이온의 종류를 최적화하여 

Fig. 3.   (a) 금과 백금으로 전기 도금된 Nafion-117의 단면 SEM 사

진. (b) 금으로 전기 도금된 Flemion의 단면 SEM 사진 (c) 

18-Crown-6의 화학구조 (d) 18-Crown-6에 둘러싸인 나

트륨 양이온(좌측)과 칼륨 양이온(우측) Journal of Applied 

Physics의 개제 허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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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IPMC에 다양한 첨가물을 

주입하고자 하는 시도 또한 이루어졌다.38) 이러한 방법 

외에도 새로운 구조를 도입하여 출력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2018년 Chang et. al은 한쪽 면만 전극

이 있는 IPMC 액추에이터를 선보였는데 S자로 큰 변형

이 일어나면서도 높은 출력을 보였다.39)

IPMC는 이오노머와 그 양쪽에 붙어있는 금속 전극으

로 구성된다. 이오노머와 표면 전극사이에는 계면층이 

있는데 이 층이 IPMC의 성능에 많은 영향을 준다. 특히 

IPMC의 액추에이션 능력은 이 층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명확하게 알려졌는데 이는 계면 면적의 증가

가 액추에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전용량의 증

가를 유도하기 때문이다.40)

현재까지 IPMC 계면 전극은 dendritic과 granular타

입으로 분류되었다. Asaka et. al은 금을 이용한 IPMC

의 dendritic 계면 전극을 개발하였고,41) 이어서 Chen과 

Kim et. al은 각각 백금과 팔라듐을 사용한 granular 

타입의 계면전극을 개발하였다.42) 이 전극들을 이용한 

IPMC의 정전용량은 각각 1.5, 0.22, 0.34mF/cm2 로, 

금을 이용하여 만든 dendritic 계면 전극이 다른 구조에 

비해서 7배에서 4배가량 증가한 정전용량을 가지는 것

을 보였다. 이렇게 계면전극의 구조를 바꿈으로써 정전

용량을 늘리고 이로 인해 IPMC의 전기기계적 특성을 효

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위에 보고된 논문들을 통하여 알게 된 계면 전극의 중

요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넓은 계면전극을 형성하는 것

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가 등장하였고, 함침 환원, 

환원제 삼투, 용액 캐스팅과 같이 화학적인 방법이나 직

접적으로 IPMC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계면 면적을 늘리

는 방법이 존재한다. 함침 도금 방법과 환원제 삼투 방

법을 조합하면 이오노머 안쪽에서 팔라듐, 백금, 은, 구

리 계면 전극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dendritic 계면 전

극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고되었다.43) 

Dendritic 계면 전극 형성은 금속의 소비량을 줄이면서

도 계면 면적을 늘리는 것으로 밝혀져44) IPMC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방법으로 알려졌지만, 처음으로 이

를 보고한 연구에 따르면 dendritic 계면전극의 형성은 

금 이온이 섞인 용액에 반복적으로 함침 환원을 하는 것

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Wang et. al은 팔라듐, 백금, 금, 구리 dendritic 

계면전극을 빠르고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고분

자 분리막 사이에 형성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팔라듐 

dendritic 계면전극을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

로 전극을 형성하게 된다.45) 첫 번째, Nafion 분리막의 

표면을 거칠기를 높여서 표면적을 늘리는데 이는 팔라

듐 이온이 함유된 용액에서 함침 환원이 원활하게 일어

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어서 팔라듐 이온을 기존

에 Nafion 분리막에 있던 이온들과 교환하는 과정을 거

Fig. 4.   (a) 전처리, 함침 환원, 전기 도금 과정을 거쳐 팔라듐 계면전극 형성하는 과정과 IPMC 표면내에서 생성된 dendritic 계면전극의 단

면 SEM 사진 (b) 함침 환원 횟수에 따른 IPMC액추에이터의 변형 그래프(2V, 0.5Hz의 교류 전압)45. ACS Applied Materials and 

Interfaces의 개제 허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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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뒤 함침 환원을 진행한다. 함침 환원 과정은 표면에

서부터 일어나게 되고 팔라듐 원자들은 두께가 두꺼워

지는 방향으로 점점 더 성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팔라

듐을 포함하고 있는 Nafion 분리막을 전기도금을 한다. 

화학적 반응이 점차 진행됨에 따라 원래 분리막 안에 있

던 팔라듐 입자들에 다른 팔라듐이 붙고 성장하여 주 가

지로 자라게 되고 거기에 또다른 입자들이 붙어서 다른 

가지들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장하게 된 

dendritic 팔라듐 계면 전극은 중간층인 이온성 폴리머

를 뚫고 반대편과 닿을 때까지 성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dendritic 계면 전극들은 IPMC의 액추에이션 성

능 향상에 원동력이 되었으며 액추에이션 성능 향상은 

소프트 로보틱스 분야에서의 액추에이터로써의 활용을 

앞당길 것이다.

4. IPMC 센서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에 의해서 IPMC 내부의 이온 이

동이 전기적인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

는 사실이다.46) 이러한 메커니즘을 응용하여 IPMC는 

소프트 로보틱스 분야의 다양한 센서로써 변형감지, 속

력, 습도뿐만 아니라 이온의 분포를 통한 IPMC 위에서

의 위치까지 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센서로써의 IPMC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다. Yamakita et. al은 IPMC를 이용하

여 액추에이션과 센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연구를 보고

하였고,9) Shahinpoor et. al은 IPMC를 이용하여 1mm

이하의 변형에서 2mV의 출력을 가지는 켄틸레버 센서

를 개발하였다.47) 뿐만 아니라 Konyo et. al은 IPMC 

켄틸레버를 이용하여 속도를 감지하는 센서를 개발하

였고 1~12mV/(m/s)의 감지능력을 보이는 것을 입증 

하였다.48)

이러한 여러가지 응용안에도 불구하고 IPMC는 단점

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낮은 전기적 응답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Zhu et. al은 용액 공정을 이용

한 3x3 배열의 새로운 형태를 가진 IPMC 센서를 제안

하였다.49) 대칭적인 구조인 두 개의 IPMC가 동시에 반

응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전압차를 감지하는 센서인

데 출력 전압이 25mV까지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더 나아가 Zhu et. al은 금을 이용한 IPMC 센서를 다

양한 습도환경에 노출시켜 습도에 의한 영향을 알아보

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IPMC 센서의 전

기적인 응답은 습도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IPMC의 습도 센서로써 응용 가능성을 

보여줬다. 구조적인 이점을 취하기 위한 노력은 다른 연

구팀에서도 계속해서 이뤄졌다.50) Lei et. al은 기존의 

스트립 형태의 IPMC가 아닌 튜브 형태의 IPMC를 선보

였는데, 튜브 축 방향을 제외한 다른 방향에서 오는 모

든 자극들에 대해서 물리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특

성을 지녔다.51) 최근에는 Zhu et. al이 새로운 구조의 

IPMC를 선보였는데 용액 공정을 통해서 제작된 피라미

드 형태의 센서는 기존의 스트립 형태의 IPMC에 비해

서 훨씬 높은 응답신호를 보였다.52)

Zhu et. al은 구조적 변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습도에

서 다양한 양이온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IPMC 센서의 

전기적 응답 또한 보고하였다.50) Volpini et. al은 IPMC

가 압축될 때 예상되는 이온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모델

을 제안하였다.53) 2017년에는 Gudarzi et. al은 스트리

Fig. 5.   습도가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기계적 변화에 의한 전압 증

가 메커니즘 모식도50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의 개

제 허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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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 전위가설을 기반으로 IPMC 동적 압력 센서를 설계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압축 및 전단 모드의 외부 압력

으로 인해 작동하는 충전 전류 생성 메커니즘을 제시하

였다.54, 55) Wang et. al은 IPMC센서의 두께와 같은 제

원을 고려하여 IPMC가 가지는 두께, 길이, 폭을 통해 

센서의 성능을 예측하는 논문을 보고하였다.56)

5. 결론

지난 5년간 IPMC를 사용한 소프트 로보틱스 어플리

케이션들이 재료과학, 물리화학, 화학, 고분자 과학, 전

기공학, 나노과학, 응용물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관

심을 불러일으켰다.

IPMC는 유연한 특성을 갖고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변형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경량성, 부드러움, 저전력 

구동, 자가 감지능력 등 소프트 로보틱스 분야에서 활

용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성과 함께 낮은 출력, relaxation과 같은 문

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여전히 소프트 로보틱스

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IPMC 준비 단계에

서 전처리가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포처리, 화학 

부식, 플라즈마 식각, 샌드 블래스팅 등과 같은 방법이 

부각되고 있다. 사포를 이용하여 표면 거칠기를 증가시

키는 방식은 인적 요소가 개입되어 불균일한 표면이 형

성될 수 있다. 화학부식이나 플라즈마 식각의 경우에는 

균일한 표면을 얻을 수 있지만 분리막 표면의 분자구조

가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샌드 블래스팅

을 이용한 방법 또한 균일한 표면을 얻는 것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균일하면서도 거친 Nafion 표면

을 얻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Relaxation을 제거하기 위한 기존의 방법들도 여전

히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온성 액체로 용매를 대체하는 

방법이 relaxation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는 하지만 반

대 급부로 반응 시간이 느려진다. 다른 방법인 분리막의 

수분함량을 조절하는 방식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미량의 수분함량 차이가 너무 큰 차이

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최적의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

을 것이다. 또한 수분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IPMC자체를 봉지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다

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리고 relaxation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수분함량을 줄이는 것은 이온성 액체로 

대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응 속도의 감소를 가져온

다. 따라서 relaxation을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성능

을 극대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IPMC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무래도 IPMC의 두께를 늘리는 방식이다. 두께를 늘

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여러 

개의 분리막을 가열 압착을 통해 하나의 분리막으로 만

드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용액 공정을 통해 제작하

는 것이다. 두 방식 모두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열 압

착 공정의 경우 장기간 사용할 경우 단일 분리막 계면에

서 탈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용액 공정의 

경우에는 변형이 감소하고 응답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

다. Zhu et. al은 IPMC의 응답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서 고전압 펄스를 가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초기에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두꺼운 IPMC

에서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점을 해결하였다.57)

결론적으로 위 해결방안들을 통해 IPMC가 가지고 있

는 모든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IPMC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유지하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된다면, 소프트 로

보틱스 분야에 사용되는 액추에이터와 센서로써의 사용

이 머지않은 미래에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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