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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황은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황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원유정제 

과정 속에서 폐기물로서 과잉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황은 높은 

전기화학적 용량, 높은 굴절률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이에 따라 

저렴하고 풍부한 양의 황을 응용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의 낮은 가공성을 역 가황 반응을 통해 개선한바 있으나, 여전히 황이 갖는 

폴리설파이드(Poly sulfide, PS)의 생성으로 인한 낮은 전기용량 유지율 

(Capacity retention)을 보이는 점과 높은 굴절률로 인한 많은 반사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석사 학위 논문에서는 황의 분자구조 개질 및 표면 개질을 통해 기능성 

및 가공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광학소자 및 차세대 배터리 양극제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역 가황 반응을 통해 합성한 황 함

유 고분자를 고온에서 용매에 녹인 후, 스핀코팅 처리를 통해 박막의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를 개시 기상증착 방법을 통해 다른 특

성의 고분자를 코팅함으로서 2중층을 갖는 고분자 박막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를 광학 소자에 적용했을 시, 자외선과 적외선 부분에서 단일의 황 

고분자 보다 낮은 반사율을 보였는데, 이는 프레넬 방정식(Fresnel 

equations)을 통해 예측된 반사율의 감소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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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 이중층이 반사방지막으로서의 역할에 잘 기여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를 배터리 양극제로 적용한 결과, 기존의 황 고분자를 사용한 양극제가 보

인, 폴리설파이드로 인한 낮은 전기 용량 유지율을 보다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황 고분자와 개시 기상증착 된 다른 고분자 사이에 물

리적 흡착으로 예상되는 부착력보다 큰 이중층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기판으로 쓰인 황 고분자의 일부 황 결합들이 끓어지면서 개시 기상증

착 과정에서 새롭게 유입된 단량체들과 반응이 이루어져, 그래프팅(Grafting)

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주요어: 황 공중합체, 표면 개질, 개시 기상증착, 박막 이중층, 리튬 황 전지, 

반사방지 효과 

학번: 2016-2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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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황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지구상에서 6번째로 많이 존재하는 원소이며, 유

기 유황(organosulfur compounds), 황화물(sulfide), 황산 염(sulfate 

minerals)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지구 상에 풍부하게 존재한다.1-4 따라서, 

황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적 발견은 황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

는 기회이기에 많은 공학자들에게 항상 흥미로운 주제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황은 원유정제 과정의 부산물로서 생산된다. 하지만 황산과 같은 일부 사용처 

외에는 마땅한 소모 방식을 찾지 못한 채, 매년 700만톤 가량의 황이 Figure 

1 과 같이 땅 위에 버려지는 실정이다.5 이와 같은 황 폐기물들은 자연 환경

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때, 공기 중으로 승화하거나 산화되어 SO2가 되어 산

성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에, 

다량의 황을 유기물질의 합성에 적용하여 기능성 물질의 합성에 사용되어 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황의 낮은 용매 용해도와 고분

자 대비 상대적으로 약한 기계적 특성으로 인해 많이 사용되지 못했다. 위와 

같은 요소가 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황은 다양한 원소적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유기/무기물과 함께 사용될 때, 황은 산소와 비슷한 특성을 지

니며, 특히 우수한 광전자적, 전기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최근 많은 이목을 끌

고 있는 물질이다. 굴절률(n)은 물질의 내재적 특성으로써, 빛이 물질을 통과

함에 따라 속도가 줄어드는 정도에 의해 정의된다. 높은 굴절률을 가진다는 

것은 더욱 많은 굴절을 시킨다는 의미로, 상대적으로 많이 빛은 분산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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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원유 정제의 수첨탈황 공정(Hydrodesulfurization) 후, 지표면에 

노출 된 채 쌓여 있는 Elemental Sulf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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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을 수 있는 능력이기에, 다양한 광학 장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

한 황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16족 원소(chalcogen)로서 전자기 영역에 

있을 경우 굉장히 높은 극성을 띄게 된다.6 따라서 여타의 세라믹, 유리 혹은 

탄화수소 고분자들에 비해 높은 굴절률(n=1.9-2.1) 을 갖는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황과 황 결합 사이의 낯은 phonon 에너지로 인해 IR영역에서 

투명한 특성을 갖기에 광학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7 하지만, 

높은 굴절률로 인한 문제점도 동반한다. multilayer를 구현한 경우 반사율에 

대한 예측은 다음의 단순화된 Equation 1 을 통해 예측 가능하다. 8 이 식에서 

r1과 r2는 각각 layer0와 layer1 사이의 굴절률 차이와 layer1와 layer2의 굴

절률 차이를 의미한다. 

 

 𝑅𝑅 = |𝑟𝑟2| =
𝑟𝑟12+𝑟𝑟22+2𝑟𝑟1𝑟𝑟2 cos 2𝜃𝜃

1 + 𝑟𝑟12+𝑟𝑟22+2𝑟𝑟1𝑟𝑟2 cos 2𝜃𝜃
  Equation 1 

 

따라서, 어느 한 쪽의 굴절률이 커진다면, 각 r 값들이 커지게 되어, 반사율

의 값이 1, 즉 100%에 가까워지게 된다. 따라서 공기와의 굴절률 차이 혹은 

다른 물질과의 계면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커지면 반사율이 커지는 문제점을 

동반한다는 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황은 지구상에서 가장 electronegative한 금속으로서, 우수한 전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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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변성 valence state를 가지고 있기에, 배터리

로의 응용 가능성이 큰 물질이다. 이를 양극제로 사용하면, S8이 

polysulfide(Sx
2-, x=2-8)을 거치며 종국에는 S2가 되며 전기화학 방전이 

종결된다. 리튬 금속을 음극제로 사용한 배터리에서는 이론적으로 2.57 V vs 

Li/Li+의 전압을 나타내며, 1675 mAh/g의 큰 capacity를 갖는다.9 이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전기 자동차의 동력원과 대규모의 energy storage systems 

(ESS)으로의 적용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 양극제로 각광받고 

있다.10-12 하지만, 비가역적인 polysulfide의 손실로 인해 실제 배터리 적용 

시, 황을 단일의 양극제 물질로 사용하게 될 경우, 기계적 물성이 약해 충격

에 의해 잘 부서지며, polysulfide의 electrolyte로의 용출로 인해 이론적인 

capacity에서 많이 감소하는 점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13 

위와 같은 황의 특징과 장점들을 살려 1,3-Diisopropenyl benzene이라는 

cross-linking 물질과 130 oC 이상에서 반응시켜, poly(S-r-DIB)라는 공중

합체를 합성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황의 광전자적, 전기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배터리와 IR 광학 렌즈로의 응용이 활발히 연구되었다. 하지

만, 황의 단점인 낮은 capacity retention과 높은 반사율의 문제점 또한 그대

로 계승하고 있기에 해결해야할 화두로 남아 있다. 14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장점들을 가진 poly(S-r-DIB) 공중합체의 표면을 

개질하여 반사율 고분자 박막상에서 나타나는 반사율을 낮추었으며, 이를 

Li-S 배터리에 적용하여 단일의 poly(S-r-DIB)를 사용했을 경우 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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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capacity retention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면 개질은 i-

CVD(Initiated Chemical Vapor Deposition) 방법을 통해, 기상으로 주입 된 

monomer들이 가열된 filament에 닿아 initiate 되어 polymerization된다. 이

들이 기존의 CVD(Chemical Vapor Deposition)처럼 층으로 쌓여, poly(S-

r-DIB)와 주입해 준 고분자의 박막 2중층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얻어진 표면이 개질 된 SDIB의 반사율을 측정해 보았을 때, 단일의 박막을 

사용해 보았을 때보다, 더 낮은 반사율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UV부터 

NIR 영역에 대해 실험해 보았을 때, 300nm 부근의 UV 영역에서 가장 낮은 

반사율을 보임을 알 수 있었고, NIR 영역에서도 단일의 poly(S-r-DIB) 박

막보다 4% 정도의 반사율 감소를 확인하였다. 표면이 개질 된 poly(S-r-

DIB)를 양극제로서 Li-S 배터리에 적용해본 결과, 기존에 보고된 SDIB를 

양극제로 사용하여 75 cycle의 충방전 이후 보여진 capacity retention보다 

3% 개선된 값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표된 0.1 C rate보다 빠른 

0.5 C rate로 진행한 결과이기에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poly(S-r-DIB)

와 개시 기상 증착 된 고분자 사이에 물리적 흡착으로 예상되는 부착력보다 

큰 이중층을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판으로 쓰인 황 고분자의 

일부 황 결합들이 끓어지면서 개시 기상 증착 과정에서 새롭게 유입된 단량

체들과 반응이 이루어져, 그래프팅(Grafting)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간접적

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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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험 과정 

1. 사용한 물질 

Elemental sulfur sublimed powder (Sigma-Aldrich, 99.5%). 1,3-

Diisopropenyl benzene (DIB, TCI Chemical, 97%) 1,2-Dichlorobenzene 

(Junsei Chemical, 99%), Chloroform (Sigma-Aldrich), PVDF(Kynar, 

HSV900 grade), N-Methyl-2-Pyrrolidone (NMP, Sigma-Aldrich, 99%), 

Polyethylene (Sigma-Aldrich), Li-Nitrate (Sigma-Aldrich), Li-Bis 

tri(fluoromethane) sulfoimide (Sigma-Aldrich)를 사용하였다. 다음의 실험

에서 사용한 주된 가열 방법은 Hot plate 혹은 Oil bath를 이용하였다. 

2. Poly(S-r-DIB) 공중합체 (SDIB) 합성법 

Poly(S-r-DIB) 공중합체는 Figure 2 에서 볼 수 있듯이, 1,3-

Diisopropenyl benzene (DIB)의 질량 분율을 10 wt%, 20 wt%, 30 wt%, 그

리고 50 wt%로 조절하며 만들 수 있다. 이 중, 광학으로의 응용에서는 NIR 

영역의 투과도가 가장 좋은 DIB 20 wt%를 사용하였으며, 양극제로 사용한 

SDIB는 전기화학적 안정성과 capacity가 가장 우수한 DIB 10 wt%를 각각 

사용하였다.14 185 ℃에서 황을 가열하여 완전히 녹인 후, DIB를 질량 분율에 

맞추어 넣은 후, 빠른 교반 속도로 stirring 해주었다. 이후 반응물이 완전히 

유리질화 되면, 이를 Hot plate에서 꺼내어, 빠르게 온도를 낮추어 viscosity

를 급격히 높여 반응을 종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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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oly(S-r-DIB)의 합성 과정 및 합성 결과 생성물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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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 공중합체의 패턴 및 박막 가공 방법 

합성한 SDIB 공중합체 10 wt%, 20 wt%, 30 wt%, 그리고 50 wt%를 DCB 

용매에 녹인다. 이때 농도는 300 mg/ml가 되도록 하며, 130 ℃에서 완전히 

녹을 때까지 stirring 해준다. 완전히 녹은 SDIB solution을 곧바로, 유리 혹

은 silicon wafer substrate로 옮겨, 2000 rpm에서 40 sec간 1차적으로 

spin-casting하며, 바로 이어서 6000 rpm에서 2 min간 2차적으로 spin-

casting하도록 한다. 이때, 용액의 온도가 빠르게 낮아지게 되면, SDIB가 일

부 용출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한다. 1차 spin-casting에서는 

solution을 박막 형태로 만들어 주며, 2차 spin-casting에서는 잔존 용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spin-casting 후, 바로 이어서 185 ℃에서 5 min간 

annealing을 해주며, 100 ℃에서 24 hr 추가 annealing을 해준다. 이를 통해 

잔존해 있는 용매를 제거하며, 추가적으로 film의 SDIB가 align 할 수 있도

록 만들어 준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SDIB film을 통해 Micro-Imprinting이 가능하다. 위

의 과정을 통해 SDIB film 제조한 후, PDMS(Polydimethylsiloxane) mold를 

위에 놓도록 한다. 이후, 유리를 덮개를 덮고, 집게를 통해 어느 정도의 압력

을 준다. 이를 hot plate에 올리고, 적당한 크기의 petri dish로 덮어 열이 빠

져 나가지 않게 한 후, 180 ℃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한다. 가열 완료 후, 냉동

고에서 충분히 식혀 pattern이 굳어지도록 한 후, 조심스럽게 유리 덮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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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MS mold를 제거하여 Micro-Imprinting을 종료한다.  

Micro-lens pattern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 제조 된 

SDIB film 위에, PDMS(Polydimethylsiloxane) mold를 놓은 후, 유리를 덮

개를 덮고, 집게를 통해 어느 정도의 압력을 준다. 이를 hot plate에 올리고, 

적당한 크기의 petri dish로 덮어 열이 빠져 나가지 않게 한 후, 180 ℃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한다. 가열 완료 후, 냉동고에서 충분히 식혀 pattern이 굳어

지도록 한 후 유리 덮개와 PDMS mold를 제거하고, 다시 140 ℃에서 1분간 

가열 한 후 Micro-lens patterning을 종료한다. 

4. i-CVD (Initiated Chemical Vapor Deposition)를 통

한 표면 개질 

i-CVD (Initiated Chemical Vapor Deposition)는 기존의 CVD(Chemical 

Vapor Deposition)법과 같이 monomer의 기상 증착을 통해, substrate에 증

착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monomer는 i-CVD 장비 내에 있는 Hot 

filament로 인해 initiate 되며, 이 과정 이후 고분자 중합이 일어나게 된다. 

Monomer는 기상화 되어 custom-built i-CVD 반응기로 들어가게 되고, 이

때의 압력은 300mtorr로 유지되며, filament의 온도는 200 ℃로 유지한다. 

유입되는 monomer로는 pDEGDA(Diethylene glycol diacrylate), 

pEGDMA(Ethylene glycol dimethylacrylate)의 2가지를 각각 광학과 배터

리 응용에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monomer는 응용 목적에 맞게 최적화 되도

록 고분자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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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황 공중합체 및 박막 이중층의 분석 

PerkinElmer DSC 4000을 이용하여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thermogram을 얻었다. 이 때 scanning rate는 5 ℃/min으로 하였다. 

H-NMR 스펙트럼은 Bruker Avance III 500 MHz NMR을 사용하였고 

CDCl3를 용매로 사용하였다. Multi-layer 구조는 Molecular Vista 사의 

PiFM 장비를 통해 확인하였다. Thermal gravimetric analysis (TGA)는 

TGA Q500 (TA Instruments) 장비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heating rate은 

10 ℃/min으로 nitrogen atmosphere 상에서 진행되었다.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이미지는 JSM-6701F (JEOL) 장비를 통해 얻을 수 있

었다. UV-visible-NIR reflectance spectra는 Agilent Cary 5000 장비를 통

해 측정되었으며, 얻어진 데이터는 Origin 프로그램을 통해, smooth 기능을 

적용하였다. 

6. 양극제 제조 방법 

양극제 제조에는 일반적인 cell fabrication 방법을 Figure 3 과 같이, 제조

하였다. SDIB layer 전에 supporting material로서 primer를 준비한다. Super 

C65 (TIMCAL) 0.2 g을 Convection Oven에서 건조시킨 후, binder로서 

PVDF(Kynar, HSV900) 0.05 g, solvent로서 NMP (N-Methyl-2-

Pyrrolidone, Aldrich) 4ml를 넣고 ball milling 하였다. 이를 aluminum Foil 

(5.5 inch X 10 inch) 위에 Dr. Blading 하였고, 두께는 0.1 mm가 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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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후, 진공 상태에서 100 ℃로 1시간 가량 drying 하였다. 

Active material layer는 10 wt%의 SDIB 0.1875 g을 dry ice와 함께 ball 

milling 하였다. 이 과정에서 dry ice를 사용한 이유는, ball milling 과정에서 

생기는 발열로 인해, Tg 가 낮은 SDIB가 일부 변형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이다. 또한 carbon source로 Super C65를 0.05 g, Polyethylene (Aldrich) 

0.0125 g을 binder로 사용하였으며, Chloroform(Aldrich) 2 mL를 함께 넣고 

ball milling 하였다. 이때, ball milling은 ball Size는 10 mm, Frequency는 

35 1/s로 하며 시간은 5 min으로 하여 제조하였다. 상기와 같이 준비된 혼합

물을 아세톤으로 세척된 유리 위에 aluminum Foil (5.5 inch X 10 inch) 덮은 

곳에 Dr. Blading 하였다. 이때 두께는 0.1 mm가 되도록 하였다. 이후, 진공 

상태에서 100 ℃로 1시간 가량 drying 하며, 중간에 crack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하며 진행한다. 이후 punching을 통해 12 mm 지름의 원형으로 자르고, 

상온에서 drying box를 통해 overnight으로 건조시킨다. 이후, 앞서 제조한 

primer와 cathode를 합치고, lithium anode를 더해, glove box 내에서 cell 

fabrication을 진행한다. 이때, Seperator는 polypropylene (Selgard)를 사용

하였으며, electrolyte로는 Li-Nitrate (0.38 M, Aldrich), Li-Bis 

tri(fluoromethane) Sulfoimide (0.38 M, Aldrich) in Diglycol Mehtylether / 

Dioxolane (1:1, N2 Purged)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cathode에 0.01 mL 넣고 

anode를 덮어 crumping하여 cell fabrication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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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ell fabrication process 의 간략한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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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석 및 논의 

1. 황 공중합체의 합성 및 분석 

 황 공중합체의 합성은 여타의 고분자 합성보다 매우 단순한 방법을 통해 합

성될 수 있었다. DIB의 질량 분율을 바꾸어 가며, 고온에서 녹인 황과 함께 

반응하여 합성할 수 있었다. DIB의 함량을 10 wt%만으로 하더라도, 안정적이

며 균질한 공중합체를 합성할 수 있었는데, 이는 황의 함량이 기존의 

vulcanization을 통해서 합성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독특한 

거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황 공중합체 합성 방법은 inverse 

vulcanization이라 불리는데, 이는 황의 함량 혹은 cross linker의 함량이 기

존의 vulcanization과 정반대의 형태를 갖기에, 이와 같이 이름 붙여진 것이

다. 기존의 방법으로 합성된 공중합체들은 황의 함량이 50 wt%가 넘어갈 경

우, 황 결합들이 지나치게 길어져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공중

합체는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depolymerization 되는 경향을 보

이지만, inverse vulcanization을 통해 합성된 SDIB 공중합체는 많은 황의 함

량에도 불구하고, 상온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이루었다. 

Figure 4 의 (a)와 (b)를 보면, Elemental sulfur의 경우 119 ℃에서 

melting transition이 일어나며, 21 ℃ 부근에서 crystallization이 일어나는 

반면, 모든 조성의 SDIB 공중합체는 melting 혹은 crystallization peak이 나

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황 공중합체는 조성 변화에 따라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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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temperature이 -10 ℃에서 25 ℃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DSC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GA 데이터를 보면 DSC의 데이터의 해석을 더욱 뒷받침 해주는데, 

elemental sulfur의 경우 200 ℃ 부근에서 thermal stability 급격히 낮아지

면서 thermal degradation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질량이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인다. SDIB 공중합체의 경우 200 ℃ 에서 thermal stability 낮아지는 

점은 elemental sulfur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400 ℃ 이상에서도 잔존 질량이 

남는 차이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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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poly(S-r-DIB)의 조성별 DSC 측정 결과, (b)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DSC 측정 결과 확인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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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x(S)x

(S)x(S)x

npoly(S-r-DIB)

DIB 질량 분율
Avg. x (Ranks)

계산 값

10 wt% 11.1

20 wt% 4.93

30 wt% 2.9

40 wt% 1.85

50 wt% 1.2

Table 1. DIB 조성에 따른 SDIB 공중합체 내의 polysulfide chain의 평균 

sulfur atom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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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막 이중층의 형성 및 확인 

i-CVD 방법을 통해, 박막으로 가공된 SDIB에 bilayer를 형성할 수 있었

다. 이 구조는 Figure 5 의 PiFM 데이터로 알 수 있었다. 여기서 PiFM 이란, 

Photo-induced Force Microscopy의 의미로서, AFM 이미지와 함께 nano-

FTIR image를 얻어, 10 nm spatial resolution 이하의 구조를 해석할 수 있는 

측정방법이다. 이 방법은 molecular vista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 다음의 

Figure 5 를 보면, 1721 cm-1의 IR영역에서 pDEGDA layer가 형성되었고, 

1680 cm-1 영역에서 SDIB layer, 1510 cm-1 영역에서 epoxy layer가 형성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epoxy layer는 만들어진 샘플을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때 주목할 만한 부분은 SDIB layer가 pDEGDA layer

와 이루는 bilayer 중에서, pDEGDA 영역의 일부에 SDIB가 있음을 볼 수 있

었다는 것이다. 완벽이 분리되는 bilayer가 아닌 것은, 추후 반사율을 예측하

는 model의 거동과 국부적인 부분에서 다른 반사율을 보이는 결과를 나타내

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된다. 각 layer의 두께를 두껍게 하여 이

와 같은 오차를 가능한 배제시키는 방법 외의 다른 여러 시도들은 이와 같은 

heterogenous interface를 크게 개선시키는 부분에 기여하지 못했다. 하지만, 

계면이 섞여 보이는 bilayer는 대체적으로 예상되는 반사율의 개형을 잘 따르

는 반사율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반사율 측정을 진행하

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의 부분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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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CVD 방법을 통해 surface modification한 SDIB의 PiFM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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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CVD-SDIB 박막 이중층의 Anti-Reflection effect 

Figure 6 의 그래프들은 각각 박막 i-CVD를 통해 surface modification 

된 SDIB 이중층과 이에 대한 반사율 modeling 결과이다. Figure 6 (a)와 (b)

의 그래프를 보았을 때, 국부적인 차이점들이 몇몇 있으나, 대체적인 반사율

의 경향성과 UV 영역으로 갈수록 oscillation이 커지는 부분이 일치함을 확

인 할 수 있다. 또한 UV-NIR 영역에 대해서 크고 작아지는 개형은 유사함

을 통해, 앞서 기술한 bilayer의 다소 불분명한 경계가 있음에도, 비교적 예

측 가능한 반사율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UV 영역의 300 nm 

부근과 NIR 영역의 1600 nm 부근은 가장 낮은 반사율을 보이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반사율 측정 시, 중요 변수로 생각 되는 요소는 Anti-Reflection 

effect를 만드는 layer의 두께와, 해당 박막 이중층에 입사되는 파장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데이터를 조금 더 보면 Anti-Reflection layer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다. 

UV 영역의 빛은 대략 300 nm ~ 400 nm의 영역을 가지며, 이 이후의 400 

nm ~ 750 nm는 가시광선의 영역이다. Figure 7 (a)를 보면, 300 nm 파장에

서의 pDEGDA의 두께에 따른 반사율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이는 노란 점으

로 표시된, modeling을 통해 예상되었던 갑들보다 더 낮은 반사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국부적 파장 내에서의 반사율 개형이 예상 값과 다른 이유는, 앞서 

언급한 bilayer 계면이 다소 섞인 불균일함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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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내에서 예상되었던 최소 반사율 보다 더 낮은 반사율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50 nm 와 100 nm의 pDEGDA film은 모두 300 nm에서 320 nm까지의 

반사율이 최솟값을 보였다. 이는 단일의 SDIB film을 사용했을 경우 보다 10 % 

이상의 반사율 감소를 보였기에, Anti-Reflection effect가 이루어졌음을 충

분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ure 7 (b) 데이터를 보면, 100 nm 두께의 

pDEGDA의 경우 최소 반사율이 1.2 %이다. 이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UV 

Beam Expander가 최소 반사율이 0.7% 내외 라는 점에서, 위의 실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와 비교하였을 때 그 값이 큰 차이가 없으며, 어느 정도의 경쟁

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반사율 감소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IR 영역의 빛은 대략 750 nm ~ 1 mm의 영역을 가지는데, Figure 8 (a) 

데이터를 보면, 1600 nm 파장에 대한 pDEGDA의 두께에 따른 반사율의 반

사율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이는 노란 점으로 표시된 modeling을 통해 예상

되었던 값보다 더 높은 반사율을 보였다. 이 문제 또한 위와 같은 국부적 파

장 내에서의 반사율 개형이 예상 값과 다른 이유는 앞서 언급한 bilayer 계면

이 다소 섞인 불균일함 때문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UV 파장에서와는 다르게, 

더 큰 반사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 중에서도 Figure 8 (b)의 데이터를 

보면, pDEGDA의 적층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반사율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이

를 통해, pDEGDA layer가 어느 정도 NIR 영역의 빛을 흡수하는 것은 아닌

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pDEGDA 만을 50 nm에서 250 nm 두께로 

따로 만들어 반사율 및 투과율을 측정한 결과, 두께가 증가함과는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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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투과율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Figure 8 (b)에 보여지는 실험

을 통해 해당 조건의 실험에서는 250 nm의 증착이 최적화된 두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만약 잘 정의된 bilayer를 구현할 수 있다면, 150 nm 적층 두

께에서 반사율이 0 % 에 근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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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 UV부터 NIR 영역에 대해 pDEGDA의 증착 두께에 따른 반사

율 측정 결과, (b)각 파장 영역에서의 bilayer model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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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 300nm 파장에 대한 pDEGDA의 두께에 따른 반사율의 변화 

및modeling을 통한 예상 값 (노란색 점), (b) UV 전체 영역에 대한 반사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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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 1600nm 파장에 대한 pDEGDA의 두께에 따른 반사율의 변화 

및modeling을 통한 예상 값 (노란색 점), (b) NIR 전체 영역에 대한 반사율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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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CVD-SDIB를 통한 Capacity Retention 성능 및 

coulombic efficiency 개선 

Figure 9 의 데이터를 보면, SDIB electrode와 i-CVD-SDIB electrode의 

첫 번째 cycle에서 Charge/discharge voltage profile과 75 번째 cycle에서 

Charge/discharge voltage profile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두 경우 모두 첫 번

째 cycle에서는 유사한 capacity를 보였다. 이때, Charge/discharge voltage 

profile은 두 경우 모두가 1000 mAh/g 부근과 300 mAh/g 부근에서 다른 

개형을 그리는데, 이는 active material로 사용된 SDIB와 증착된 i-CVD 

polymer 사이에 생긴 grafting 결합에서 기인한 것으로 유추된다. 하지만, 첫 

번째 cycle과는 다르게 75 번째 cycle에서는 단순 SDIB electrode의 

capacity는 i-CVD-SDIB electrode의 capacity 보다 크게 하락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i-CVD layer가 이전의 elemental sulfur 혹은 

sulfur-rich polymer electrode에서 나타났던 shuttle effect를 어느 정도 억

제하는데 기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huttle effect를 억제하기 위해 

PEO 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작용기를 가진 p(EGDMA)를 사용하였는

데, 궁극적으로 예상했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ure 10 의 데이터는 SDIB electrode와 i-CVD-SDIB electrode 각각

의 cycling performance를 나타낸 것이다. 이 데이터를 보면, 0.5 C-rate에

서 SDIB electrode에 비해 i-CVD-SDIB electrode는 상당히 좋은 

coulombic efficiency를 가짐을 볼 수 있다. 이 데이터는 일전에 보고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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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14 와 비교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75 번째 cycle에서의 capacity 

retention에 대해서 Table 2 에 정리해 두었다. 이때, 눈 여겨 볼 부분은, 보

고된 데이터는 0.1 C-rate에서 75 번째 cycle의 capacity retention이라는 

것이다. Table 2 에 비교된 i-CVD-SDIB electrode가 0.5 C-rate에서 진행

된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더 가혹한 experimental rate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고 했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이며, 추후에 진행될 수 있는 elemental sulfur 

혹은 sulfur-rich polymer electrode를 사용할 시, capacity와 coulombic 

efficiency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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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DIB electrode 와 i-CVD-SDIB electrode의 (a) 1st cycle에서 

Charge/discharge voltage profile, (b) 75st cycle에서 Charge/discharge 

voltage profile (두 경우 모두 0.5 C 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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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DIB electrode 와 i-CVD-SDIB electrode 각각의 Cycling 

performance (모두 0.5 C에서 진행함) 

Table 2. SDIB와 i-CVD-SDIB electrode 각각의 75th cycle 후의 Capacity 

Retention과 기존에 나온 논문의 SDIB electrode의 75th cycle 후의 

Capacity Retention 

SDIB
electrode

iCVD-SDIB
electrode

Nature Chem SDIB
electrode

33.46% 77.95% 74.07%

Capacity retention after 75th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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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CVD-SDIB 이중층의 독특한 특성 

 앞서 설명한 i-CVD-SDIB 박막 이중층을 통한 Anti-Reflection effect와 

Capacity Retention 성능 및 coulombic efficiency 개선은 모두 i-CVD-

SDIB 계면 사이의 독특한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sulfur-

sulfur bond는 비교적 약한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온도 

변화 혹은 반응성이 큰 물질의 근접만으로도 결합이 끊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i-CVD 과정에서 sulfur-sulfur bond가 다량으로 함유된 SDIB 박막

에서 i-CVD 된 polymer와 grafting을 형성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Figure 11의 데이터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Figure 11 (a)와 (b)는 각각 Wafer 위에 pDEGDA를 코팅 후 Tape test

를 진행한 것과 SDIB위에 pDEGDA를 코팅 후 Tape test를 진행한 후, 이를 

OM으로 촬영한 것이다. 이때, Figure 11 (a)에서는 Tape test로 인해 

pDEGDA 코팅이 떨어져 나간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Figure 11 

(b)에서는 Tape test를 진행했음에도, pDEGDA를 코팅이 떨어지지 않은 것

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순히 SDIB 박막 위에 pDEGDA 코팅이 물리적

으로 흡착 및 부착된 결합력 보다 더 큰 힘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Figure 11 (c)에서는 (a)와 (b)의 Tape test 후, 각각

의 경우에 대해 Contact angle을 측정하였는데, 각각의 경우 모두 앞서 OM

으로 촬영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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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물리적 흡착 이상의 부착력 외에도, solvent에 대한 저항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2 (a)에서는 Bare SDIB에 chloroform으로 

solvent test한 것이다. 이를 통해, SDIB가 유기 용매에 일부 녹아 wrinkling

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Figure 12 (b)에서는 pDEGDA가 증착된 

SDIB film에 chloroform으로 solvent test한 결과로서, SDIB가 유기 용매에 

녹아 wrinkling을 형성하는 것과는 다르게, pDEGDA layer가 solvent로의 

SDIB의 용출을 혹은 유기 용매의 SDIB로의 진입을 다소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유기 용매에 의해 SDIB film에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거나, 나아가 종국적으로는 polysulfide의 electrolyte로의 용출을 억

제하는 역할에 기여할 수 있는, 다기능 박막으로서의 응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으며, 앞서 언급한 배터리 electrode로의 응용 실험과 

그 결과들이 이에 부합하는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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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a) Wafer 위에 pDEGDA를 코팅 후, Tape test를 진행한 결과, 

(b) SDIB위에 pDEGDA를 코팅 후, Tape test를 진행한 결과, (c) (a)와 (b)

의 Tape test 후, 각각의 경우에 대해 Contact angle을 측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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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a) Bare SDIB에 chloroform으로 solvent test한 결과, (b) 

pDEGDA가 증착된 SDIB film에 chloroform으로 solvent test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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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Elemental sulfur는 낮은 가공성으로 인해, 그 밖의 많은 장점들 에도 불구

하고 많이 사용되지 못했었다. 이에 대해, poly(S-r-DIB)라는 공중합체의 

합성이 가공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양한 분야로의 많은 시도들이 생기

게 되었다. 하지만, poly(S-r-DIB) 황 공중합체는 낮은 가공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elemental sulfur가 가지고 있던 높은 굴절률, 낮은 전기용량 유지율

과 같은 문제점들을 여전히 수반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대해, i-CVD 방법을 통한 황 공중합체의 표면 개질을 통해, elemental 

sulfur가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개선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이는 예상과 일치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i-CVD-SDIB의 bilayer는 PiFM 장비를 통해, 

bilayer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Tape test를 통해 bilayer 형성 

시, 물리적 흡착 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i-CVD 증착 과정에서 grafting과 

같은 화학적 결합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  

 상기와 같이 얻어진 i-CVD-SDIB를 광학의 반사 방지막 역할로 응용해 본 

결과, Anti-Reflection effect를 통해 효과적으로 반사율을 줄이는데 기여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300 nm 파장의 UV 영역과 1600 nm 이

상의 NIR 영역에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i-CVD-

SDIB를 배터리 양극제로 적용한 결과, capacity retention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coulombic efficiency 또한 단일의 SDIB electrode를 사용하였

을 경우 보다 나아진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에 보고된 SD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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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de 보다 개선된 capacity retention을 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

진다. 

 이와 같은 연구는 궁극적으로, 기존까지 많이 사용되지 못했던 elemental 

sulfur의 가공성 증가를 통한 다양한 응용분야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황 공

중합체의 단점으로 알려진 낮은 capacity retention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

와 유사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16-19 뿐만 아니라, 황 공중합체의 반

사율 변화 뿐만 아니라, 다른 cross-linker의 도입을 통한 더 높은 굴절률로

의 변화와 Uv-Vis 영역에서의 감응성 등을 활용한 연구에도 적용이 가능하

다.20-21 따라서, elemental sulfur의 단점으로 알려진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며, 

종국에는 높은 capacity와 NIR 영역에서의 높은 투과율과 같은 장점들을 극

대화 시켜, 이전에 황이 직접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웠던 광전기 센서 및 차세

대 배터리 분야에서부터, biomedical 분야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

으로 차세대 배터리 및 광학 응용을 위한 고 황 함유 고분자의 표면 개질에 

관한 연구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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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ur derived materials give us tremendous impact because of 

interaction in close relationship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world we live. In addition, due to increased global energy use, sulfur is 

being overproduced as waste in the process of crude oil refining. However, 

sulfur has many advantages such as high electrochemical capacity and 

high refractive index, and accordingly,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application of an inexpensive and abundant amount of sulfur. Although low 

processability has been improved through the inverse vulc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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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low capacity retention due to the formation of poly sulfide (PS) 

and high reflectance due to high refractive index have been pointed out as 

problems.  

In this thesis, we have been studying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optical 

devices and next generation battery cathode materials by improving the 

functionality and processability through the molecular structure 

modification and surface modification of sulfur. We have developed a 

method that can dissolve sulfur copolymer synthesized through ineverse 

vulcanization reaction in a solvent at high temperature and then process 

which make it into a thin film formed by spin coating. We have shown that 

it is possible to form a polymer bilayer thin film by coating the polymer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through the initiated chemical vapor 

deposition method. When applied to an optical device, the reflectance of 

ultraviolet light and infrared light was lower than that of a single layer of 

sulfur polymer. This shows a tendency similar to the reduction of the 

reflectance predicted by the Fresnel equations, showing that the bilayer 

thin film contributes well to its role as an antireflection coating. It was also 

shown that the low capacity retention rate due to the polysulfide as a 

positive electrode using the conventional sulfur polymer can be further 

improved by surface modification of sulfur copolymer applied to a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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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electrode.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bilayer formed 

between the sulfur polymer and the other polymer deposited on the 

initiated vapor phase is showing larger adhesion than the anticipated force 

due to physical adsorption. Through this, we were able to indirectly 

demonstrate the mechanism by which grafting is formed during the 

initiated chemical vapor deposition process. 

 

Keywords: sulfur copolymer, surface modification, initiated chemical 

vapor deposition, bilayers thin films, lithium-sulfur battery, anti-

reflec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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