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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perties of each layer in DSSC were investigated to improve solar cell characterstics. Also in this study, low cost-

solar simulator system is fabricated and used. Efficiency of DSSC is better in the case of thinner semiconductive layer,

because thick semiconductive layer is acted as resistor. Sc-doped ZnO thin films showed better electrical property by

proper donor doping effect. Among the dyes, DSSC containing N719 showed higher efficiency, because N719 have smaller

electron affinity and shallow band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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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지구상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비율 중 70%

이상이 화석연료이다. 화석연료는 결국 고갈되기 때문

에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등 많은

것들이 사용되거나 제시되고 있지만, 미래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환경문제와 연결하여 생각하면, 이용

가능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여야 한다.

미래의 에너지 및 환경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재

생에너지원으로써 태양전지는 시간이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이미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은

태양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1].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까지

도 큰 관심을 갖고 태양전지의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

자를 하기 시작했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박

을 고려하더라도 태양전지와 같은 재생에너지 기술은

지금 신속히 개발하지 않으면 과거 반도체산업 초기에

우리가 겪어야 했던 선진국에 대한 기술종속이 반복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에서 기존의 반도체형 태양전지에 비해 거

의 1/5의 제조 단가를 지니면서도 10% 이상의 효율이

가능하다고 알려진[2]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는 향후의

시장성을 감안하면 경제적, 기술적, 산업적으로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기술이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다 저가화와 특성 증진을 위해서는 주요 층에

대한 공정 조건의 조절이나 물질의 대치 등이 필요하

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단 각 층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보려 한다.

광소자에서 빛이 들어가거나 나와야 하는 최상부 층

은 대체로 ITO(Indium Tin Oxide)[3] 계열의 TCO

(transparent and conductive oxide)를 사용한다. 광투과

율도 좋고 특히 전기전도도가 산화물치고는 매우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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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부전극 쪽의 TCO로는 역시 ITO 계열인 FTO

등을 흔히 사용한다. 그런데 ITO 계열의 물질은 고가

여서, 저가형인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지향점과는 배

치된다.

보다 저가의 TCO 후보 물질로 ZnO는 광투과율이나

비저항(resistivity) 값에 있어서는 ITO에 손색이 없어

서 기대가 크지만, 실제로 태양전지에 적용하기 위해

박막으로 형성시키면 비저항이 의외로 커서[4] 태양전

지 특성이 약하게 나타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n-type 반도성을 갖는[5] ZnO의 비저항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Zn에 대한

donor 불순물의 doping인데, Al[6,7], Ga[8], In[9] 그리

고 F[10]를 dopant로 사용해 전기전도도를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그중 Al을 이용한 연

구가 주를 차지한다. 그런데 dopant의 선택은 ZnO의

격자에서 Zn2+ ion의 대치에 적합해야 하는데 대부분

의 연구가 그러한 고려없이 단순히 donor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 dopant를 선택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alency 뿐만 아니라, 배위수(coordination

number), 융점 등을 고려하여 wurtzite 구조를 갖는

ZnO 내의 Zn2+ ion의 자리 크기에 가장 적합한 ion 크

기로 doped 될 확률이 큰 dopant를 Sc으로 결정, dop-

ing하여 ZnO의 비저항(resistivity)을 줄여서 태양전지

특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에서 TCO와 염료 사이에

위치하는 반도성분말층에 있어서는 염료의 침투와의

관계에 있어 두께가 기존의 10 µm 정도는 너무 두껍다

는 판단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얇은 쪽으로

적정 두께를 실험으로 알아보아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의 특성을 향상시키려는 시도도 해 보았다. 반도체층이

두꺼운 경우는 염료와 TCO의 직접 접촉은 피할 수 있

겠지만 염료로 둘러싸이지 못하는 반도체 층이 저항층

으로만 작용하여 태양전지 특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

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이상의 실험 및 검토에서 가장 적절한 조건을 채택

한 후 마지막으로 TCO와 반도성 분말층의 아래에 위

치시켜야하는 염료를 달리하며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를

제조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색깔의 전자에너지적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 눈에 빨간색으로 인식되는 현

상은 태양빛 중 빨간색보다 파장이 짧은, 즉 보다 고에

너지의, 파들은 모두 그 물질에 흡수되어 버렸다는 것

이다. 염료는 광흡수 현상이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물질

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에너지 밴드 측면에서 볼 때

밴드 gap 내에 기타 에너지 준위가 적은 물질이 바로

염료라는 의미이다. 태양광 spectrum[12]은 근자외선

(near UV)쪽도 약간 있고 적외선 쪽으로도 어느 정도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대체로 가시광선 영역이

주가 된다. 따라서 광흡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염료의

색깔은 파장이 긴 빨간색 쪽이 좋다. 물론 이론적으로

는 검은 색이 광의 흡수 범위가 보다 넓지만 이때는 과

도한 열의 발생으로 내구성의 열화를 수반한다. 염료감

응형 태양전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염료는

Ru계 염료[13]인 빨간색을 띠는 N3와 검은색의 N749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가형 염료인 Eosin-Y[14,15]

외에 이 Ru계 염료들도 채택하여 태양전지의 특성을

더욱 증진시켜 보고자 하였다.

태양전지 연구 초기에 부닥치는 실제적 문제점으로

는 염료의 전자 특성에 대한 생소함 외에 특성 측정기

가 초고가라는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가형

의 solar simulator system을 직접 조립, 제작하고 특성

을 직접 측정할 수 있게 하여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불

편함 해소와 계측 분야의 발전에도 일조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2.1.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sample의 제 조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반도성 나노 분말층은 Dr.

Blade 방법으로[16,17], 열처리된 TiO2 박막이 증착된

FTO glass 위에 Solaronix사의 Titania paste를 이용하

여 TiO2 나노 입자를 형성하고 hot plate에서 온도를

점진적으로 올린 후 450oC에서 1시간 소결하여 형성시

켰다. TiO2 나노 분말층은 3M tape를 이용하여 각각

1, 2 3, 4겹의 두께를 갖는 sample을 만든 후 소결시켰

다. 두께와 미세구조는 Hitachi(S-4700)의 SEM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에서 재결합 방지를 위한 차단

층으로는 TiO2 박막을 채택하여 FTO glass 위에 상온

에서 rf magnetron sputtering 방법으로 170 nm의 두께

로 증착시켰다.

온도에 따른 TiO2 박막의 상(phase) 변화를 확인하

기 위한 post-annealing은 범용 furnace를 이용해 300oC,

600oC에서 행했다. 열처리에 따른 TiO2 박막의 상 변

화의 확인은 PANalitical사(Xpert PRO)의 XRD(X-ray

diffractometer)를 이용하였다.

ZnO 및 Sc-doped ZnO 박막을 각각 rf magnetron

sputtering 방법으로 형성하였다. 60~120 Watt의 for-

ward bias power를 주어 Egle2000 glass 또는 FTO 기

판상에 상온에서 증착하였다. ZnO의 증착속도를 참고

하여, 각각 ZnO와 Sc-doped ZnO가 증착된 Egle2000

glass 기판은 Hitachi(S-4700)의 SEM (Scannig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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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n Microscope)을 이용해 ZnO와 Sc-doped ZnO 박막

의 두께를 측정하였고, Accent Optical Technologies

(HL5500PC)의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을 이용

해 비저항을 측정했다. 

염료는 Eosin-Y, N3, N719 등 세 종을 채택하여 염

료감응형 태양전지를 제조하였다. TiO2 나노 입자가

소결된 투명 전도성 전극을 적당량의 염료가 ethanol

용매에 녹아 있는 용액에 24시간동안 담가 염료를

TiO2 나노 입자에 흡착 후 건조시켰다. 상대 전극으로

쓰이는 Pt이 증착된 투명 전도성 전극을 염료가 흡착

된 TiO2 나노입자 전극에 덧대고 hot melt sealing

material을 이용, hot plate상에서 두 투명 전도성 전극

을 접착시켰다. 그 후 미리 뚫어 놓은 구멍을 통해 매

질은 acetonitrile을 I− 이온의 source로는 LiI를, I3− 이

온은 I2를 용매에 녹여 만들어진 전해질을 주입하고

그 구멍을 hot melt sealing material 및 cover glass

로 메움으로써 완전한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를 제작

했다. Xenon lamp를 이용해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에

100 mW/cm2의 광 에너지를 조사해, 이때 생성되는

VOC, ISC 그리고 에너지 변환 효율을 측정했다.

2.2. Solar simulator system의 제작

1) 인공태양용 광원의 제작

측정 장치를 제작함에 있어서 사용할 인공태양용 광

원은 Xe 램프를 선택하였다. Xe 램프는 연색평가수

95, 색온도 6,000 K, 램프 수명 약 1,500여 시간으로

solar simulator system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였다. 램프

는 short arc type 이고, 용량은 350 W이며 220 V의 전

압으로 구동되는 Xe 램프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램프의 조사 범위가 넓어 실험에 불리한 조

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의 조사범위를 25 cm2

로 제한하는 램프 삿갓을 제작하여 램프 전면부에 위

치시켰다.

2) I-V curve tracer의 구성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I-V curve tracer의 가격

은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표인

저가형을 지향하기 위해 Agilent 34401A 와 Keithley

2001, 두 대의 digital multimeter를 사용하여 태양전지

의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여 두 데이터를 병합하여 이

용하였다.

3) PC와 디지털 멀티미터와의 통신

디지털 멀티미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데

이터수집 및 디스플레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해

서는 PC와의 적당한 통신환경이 필요하다. 통신을 위

해 Agilent 34401A는 RS-232 케이블을 사용하고, Kei-

thley 2001은 GPIB to USB 케이블을 사용했다.

4) Spectroradiometer의 선택

측정 장치는 매 측정시마다 인공태양의 빛에너지를

측정하여 데이터수집 프로그램에 입력시켜 줌으로써

효율을 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spectroradiome-

ter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International Light

lnc.의 IL1400A를 사용하였다.

5)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의 개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자가 보기 편리하도록 디스

플레이하는데 이용되는 소프트웨어로 National Instru-

ments사의 LabVIEW를 사용했다.

< 개발 환경 >

· S/W : LabVIEW

· Version : 8.5 Professional Version 

· H/W : Intel Celeron CPU 2GHz, 480 Ram

· O/S :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Ver-

sion 2002

· Data cable : GPIB to USB, RS-232

 

LabVIEW는 두 개의 창이 있는데 프런트 패널과 블

록다이어그램이다. 블록다이어그램의 왼편에는 두 대

의 digital multimeter가 태양전지에서 I-V 데이터를 읽

어오는 함수를 배치하였다.

Agilent 34401A digital multimeter가 수집하는 데이

터를 인스트루먼트 I/O 어시스턴트를 사용하여 입력받

았고 Keithley 2001 digital multimeter가 수집하는 데

이터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인스트루먼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입력받는 함수를 위치시키고 이를 FOR

LOOP 안에 위치시켜 각각의 데이터를 51번 입력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즉, 51번의 시간적인 변화 동안 태

양전지와 연결된 가변저항을 51번 조절하여 I-V curve

가 plot 되게 하였다. 블록다이어그램의 오른편에는 이

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I-V curve를 plot 하는

그래프함수를 놓았고 데이터를 사칙 연산하여 태양전

지의 Isc, Voc, fill factor, Im, Vm, Pm 그리고 효율을

구하는 함수를 배치하였다.

LabVIEW의 프런트패널에는 두 대의 digital multi-

meter가 가변저항의 값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

는 전류 값과 전압 값을 dispaly 하는 부분과 이를 이

용하여 태양전지의 I-V curve를 plot하는 그래프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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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각 값들을 구하여 display하

는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2.3. Solar simulator system의 사용

Solar simulator system의 구성을 위해 인공태양 광

원용 램프부와 I-V 측정용 digital multimeter, 측정된

값을 수집하고 display해 주는 PC, 측정할 태양전지 등

을 Fig. 1과 같이 배치하였다.

Xe 램프를 이용하여 140 mW/cm2의 세기를 갖는 광

을 입사시킨 후 가변저항을 조작하여 전류 값과 전압

값을 수집하고 프로그램 연산을 통하여 태양전지의 특

성 값을 구했다. 구입한 태양전지 제품의 특성을 우리

가 제작한 solar simulator system으로 측정한 후 그 특

성값을 reference로 하여 보정하였다. 기존 제품은 ISC

는 445 mA, VOC는 1.1 V 그리고 Pm은 222 mW, FF는

46%, 태양전지의 효율이 1.6%로 나타났는데 원래 사

양이 ISC가 263 mA, VOC는 1.65 V, 효율은 14.6%인 바

광원의 세기를 측정하면서 거리를 조절하며 태양전지

특성값을 측정하여 쉽게 보정할 수 있었다. 측정에 사

용된 태양전지의 효율값은 20 mW/cm2 세기의 광 입사

때 측정된 값이었으므로 제작한 측정 장치의 광 세기

가 20 mW/Cm2인 조건에 맞추어 system을 고정시키고

측정, 환산하니 효율은 약 14% 정도로 태양전지의 원

래 사양과 거의 비슷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기존의 초고가인 측정 system에 비해 극히 저가로 태

양전지 특성 측정장치를 제작할 수 있었고 또한 사용

하기에도 매우 편리하며 정밀도도 손색이 없다는 등의

종합적 우월성을 갖는 초저가의 solar simulator system

을 제작, 사용할 수 있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TiO2 나노 분말층의 두께에 따른 특 성변화

TiO2 나노 분말층은 3 M tape를 이용하여 각각 1, 2,

3, 4겹으로 소결시고 이때 두께와 미세구조를 Hitachi

(S-4700)의 SEM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TiO2 나노

분말층의 두께는 각각 3.2 µm, 6.4 µm, 9.6 µm,

12.8 µm로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형성시킨 박막의 미

세구조는 Fig. 2와 같았다. TiO2 나노 분말층의 두께가

3.2 µm, 6.4 µm일 때의 표면 미세구조가 9.6 µm,

12.8 µm의 두께일 때 보다 균일성을 보임을 확인하

였다.

3.2. Sc-doped ZnO 박막의 전기적 특성

우선 rf power에 따른 ZnO의 박막의 증착속도를 알

아보기 위해 forward bias power만 달리하여 60, 90,

120 watt에서 성장시킨 ZnO 박막의 두께를 SEM을 통

해 측정하여 증착속도를 환산해 본 결과 기존의 보고

와 같이[4] forward bias power가 증가함에 따라 증착

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ZnO의 forward bias power에 따른 증착속도를 얻은

다음, 증착속도를 달리하여 즉 power를 변화시키며 동

일한 두께(200 nm)로 제조한 박막의 비저항을 조사해

보았다. 이때의 비저항은 다음 Fig. 3과 같았다. 여기서

60 Watt의 rf power로 증착했을 때 ZnO 박막의 비저항

이 낮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이는 forward bias power

가 작을수록 증착속도는 감소하고 박막의 질은 향상되

므로 60 Watt로 증착한 ZnO의 박막의 비저항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ZnO의 증착속도를 참고하여 Sc-doped ZnO의 for-

ward bias power에 따른 증착속도를 얻은 다음, Rf

power를 60 Watt로 고정하고 같은 두께(200 nm)로 증

착하여 저항을 비교해 보니 Fig. 4와 같았다.

Sc-doped ZnO 박막의 비저항이 ZnO 박막의 비저항

보다 5배 정도 낮아짐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적절한

Fig. 1. Photograph of solar simulator system.

Fig. 2. Cross-sectional SEM micrograph of TiO2 thin film

sintered on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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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or dopant를 이용하여 ZnO의 전기적 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3.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에너지 변환 효율

TiO2 박막의 두께를 각각 3.2 µm, 6.4 µm, 9.6 µm,

12.8 µm로 형성하여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를 제작하고

Xenon lamp를 태양광원으로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Fig. 5와 같았다.

기존의 보고[18]와는 달리 TiO2 나노 분말층의 두께

가 6.4 µm일 때의 에너지 변환 효율이 가장 좋았다. 이

는 TiO2 반도성 분말층이 두꺼울수록 TCO에 가까운

부위에 위치하는 분말층에는 dye가 침투하지 못하여

흡착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 적정 두께를 넘어서면

dye가 흡착되지 않은 TiO2 반도성 분말층은 오히려 저

항층으로 작용하여 전류밀도가 낮아졌다고 생각된다.

또한 TiO2의 흡수파장은 380 nm로 가시광선은 TiO2

반도성 분말층을 통과하여 dye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

상했는데 TiO2 반도성 분말층이 단결정이 아닌 다결정

으로 분말층 계면의 결함으로 인해 TiO2의 두께가 두

꺼울수록 빛이 산란되어 dye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오

히려 효율이 감소한 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에 너무 얇으면 dye와 TiO2 반도성 분말의 접합 수가

작아져서, 기전력의 크기가 작아지므로 효율이 감소함

을 확인하였다.

직접 형성시킨 ZnO와 Sc-doped ZnO 박막과 시제품

인 FTO를 각각 TCO로 적용한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

를 제작하여 Xenon lamp를 태양광원으로 하여 그 I-V

특성을 측정한 결과 각각 Fig. 6과 같았다.

Sc-doped ZnO의 박막을 TCO로 적용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가 ZnO 박막을 적용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보다 태양전지 특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위의 실

험 결과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donor dopant를 이용하

여 ZnO의 박막의 비저항을 5배 정도 낮춘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FTO를 TCO로 적용했을 때 Sc-

doped ZnO 기반의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보다 특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FTO의 비저항이 10-4 Ω·cm order

를 갖는데 비해 Sc-doped ZnO의 비저항은 10-2 Ω·cm

Fig. 4. Resistivities of undoped- and doped- ZnO. 

Fig. 5. Efficiency of DSSC as a function of the nc-TiO2

thickness.

Fig. 6. I-V characteristics of the DSSC fabricated with

TCO.

Fig. 3. Resistivity of ZnO thin films as a function of the

forward bias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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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로 큰 차이가 남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3.4. 염료에 따른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특성

TiO2 나노 분말층까지 형성시킨 후 Eosin-Y, N3,

N719의 Dye에 각각 24시간 동안 흡착시켰는데, 각

dye의 전자에너지 특성은 Table 1에 나타냈다.

Dye를 각각 Eosin-Y, N3, N719로 바꿔주며 각각 제

조한 각 태양전지의 I-V 특성을 측정한 결과 Fig. 7과

같았다.

Fig. 7에서 N719를 dye로 적용한 태양전지의 특성

이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최대의 효율도

N719를 채택한 sample에서 나왔는데 그 값은 2.4 정

도였다. 위의 Table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N719가 다른 dye에 비해 반도성 분말층과의 관계에

있어 전자친화력(electron affinity) 차이가 더 커서 햇

빛에 의해 생성된 전자의 유인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

나고 또한 N719의 에너지 band gap이 가장 작아서

햇빛의 보다 많은 성분을 흡수할 수 있는 등 본 태양

전지에서 보다 큰 VOC와 JSC를 나타내기에 적절한 전

자에너지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따라

서 dye로 N719를 사용하여 제조한 염료감응형 태양

전지에서 상대적으로 큰 에너지변환 효율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TiO2 반도성분말층이 기존의 보고에 비해 얇을 때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효율이 더 좋았다. 이는 TiO2

반도성 분말층이 두꺼울수록 dye의 흡착이 모두 이루

어지지 않아 적정 두께를 넘어서면 dye가 흡착되지 않

은 TiO2 반도성분말층은 오히려 저항층으로만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반면에 너무 얇으면 전자를 생성하는

dye와 TiO2 반도성 분말의 접합 수가 작아져서, 기전력

의 크기가 작아지므로 효율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Sc-doped ZnO 박막의 전기적 특성이 ZnO 박막의

전기적 특성보다 좋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FTO와 다른 낮은 효율이 나타났으며 이는 FTO의

sheet resistance가 ZnO 박막에 비해 100배 정도 좋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기존의 태양전지 특성측정 system 보다 훨씬 저가로

특성측정장치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제작한 Xe 램프

의 광량은 140 mW/cm2 정도의 세기를 나타내었고 이

는 태양전지를 측정하는 인공태양용 광원의 요건

(100~150 mW/cm2)을 충족하였다. 그리고 두 대의

digital multimeter와 PC, LabVIEW를 이용하여 계측

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를 제작하였고 실제 태양전지의

효율을 구해봄으로써 태양전지의 특성을 측정하는데

제작된 장비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효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변저항 값이

수동 조작되는 대신 시간에 따라 자동 조작되게하여

효율 측정의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Eosin-Y, N3, N719 등의 염료를 각각 사용한

태양전지를 제조한 결과, N719를 적용한 태양전지의

효율이 2.4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N719가 염료

에서 여기된 전자가 TiO2 나노 분말층으로 이동하기에

상대적으로 적절한 작은 전자친화력값과 보다 넓은 범

위의 光을 흡수할 수 있는 좁은 에너지 band gap을 갖

고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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