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1권 제1호(2012년 3월)
Journal of the Semiconductor & Display Technology, Vol. 11, No. 1. March 2012.

41

상부전극에 의한 염료감응형태양전지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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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DSSC, fundamental process conditions of upper electrode were established and low cost-oriented method for TCO
layer was proposed. Especially, prominent properties, that is, open-circuit voltage of 500mV or more and short-circuit
current of 25 mA/cm2 were yielded by 2-step sintering of semiconductive powder layer. High efficiency-DSSC was able
to fabricate without high cost-semiconductor apparatus in common laborato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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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염료감응형태양전지(DSSC, Dye-Sensitized Solar

Cell)[1-2]는 저가화 지향 욕구를 크게 만족시켜주는 것

인데 근본적으로 大면적 및 모양의 자유로움의 이점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고가의 반도체 장비를 사용하는 미

세 가공 공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수의 연구

자들과 중소기업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염료감응형태양전지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다. 즉,

상부 기판, 전도성투과막(TCO, transparent and conduc-

tive oxide), 반도성 분말, 염료(dye), 전해질 물질 및 하부

전극 등의 층이 포함된다. 그 중에서 염료감응형태양전

지의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상부전극

부위인데 TCO및 반도체층으로 이루어지는 상부 전극

부위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문제

점들에 대한 개선이 긴요하다.

우선 반도체 층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TiO2 층은

분말 형태로 제조되는데, 제조 과정 중 그 안쪽의 염료

층과 전해질 용액이 액체여서 그것들이 분말층의 기공

(pore)을 지나 상부전극에 직접 연결(short)되어 태양빛

에 의한 전력을 일으키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

고 이는 태양전지 효율의 근본적 저하를 초래한다. 따

라서 내부의 전해질 액체의 상부 전극과의 접촉 차단

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차단층의 도입은 Peng 등[3]

에 의해 최근에 시도되었으나, TiO2의 경우는 몇 가지

고체 상(phase)이 약간씩 다른 전자에너지 값을 가지며

이들 중 일부는 염료와의 접합에서 염료감응형태양전

지의 광기전력 효과(photo-voltaic effect)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관련 보고는 의외로 미약하며[4]

심지어 차단층의 위치가 분말층의 내부여야 하는지 외

부여야 하는지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정립된 바가 없다.

차단층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지하면서도 그에 관련

된 보고는 매우 미미한 것이다. TCO쪽에 차단층을 시

도한 보고가 가치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고는 극히 미미하여[5] 체계적 방법에 의한 연구가

긴요한 실정에 있다. 또한 TCO층으로서 보다 저가이

며 전기전도도와 광투과성을 동시에 갖는 물질로의 대

체 욕구가 상존한다. 저가형 TCO로는 ZnO를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실험자들은 ZnO의 전기전도도가 기존

의 ITO 계열에 비해 크게 못미침을 알고, doping을 시

도해왔다. Doping의 요체는 ZnO에서 Zn 자리를 valency

가 큰 물질로 대치하는 것이다. 당연히 III족 원소인 Al

에대한 연구가 많았고 관련되는 보고도 적지 않다[6-7].†E-mail : jpmah@honam.ac.kr



42 마 재 평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1권 제1호, 2012

그렇지만 보다 적절한 dopant를 엄밀한 검토를 거쳐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고체 내에서의 특

정 원소 또는 ion의 대치 가능성에서 가장 큰 인자는

valency와 칫수인데 ion의 치수를 고려한 보고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대치 물질을 근거를 찾아 채택

하여 ZnO의 전기전도도를 높여보고자 하였다.

특히 염료감응형태양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라할

수 있는 상부전극 중 반도성 분말층에 의한 태양전지

특성 증진의 일환으로 2단계 coating을 시행하되 차단

층의 위치를 확정한 후, 적정 두께를 채택하고, 차단층

의 형성을 위한 공정 조건을 정립하여 최적의 염료감

응형태양전지 특성을 얻고자 하였다. 반도성 분말층은

닥터블레이드 방법[1, 8]으로 입히되 재결합을 줄여서

태양전지 특성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차단층을 제안

하고 태양전지를 제조하여 개방회로전압(open-circuit

voltage, VOC)과 연결상태 전류밀도(short-circuit current

density, JSC) 등의 특성을 확인해 보았다. 차단층 물질은

반도성 분말층과 동일한 것을 채택하고 염료쪽이 아닌

TCO쪽에 차단층을 위치시킨 염료감응형태양전지

sample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 최적 조건을

채택하여 염료감응형태양전지를 제조하고 그 특성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보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2.1.  염료감응형태양전지의 제조

가. TCO층 

기판으로는 glass 위에 FTO(Fluorine-doped Tin

Oxide)가 coating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였고 저가형 태

양전지를 지향하기위해 비저항(resistivity)과 광 투과율

(transmittance) 측면에서는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되

는 ZnO를 TCO로 적용해보려는 실험도 시행하였다.

기존의 TCO인 FTO의 저가형으로의 대체 가능성를 알

아보기 위하여 ZnO의 상대적 단점인 비저항의 문제를

donor doping으로 극복해보려는 시도도 해 보았다.

ZnO 계열의 증착에는 rf magnetron 스퍼터링기를 사용

했다. MFC(mass flow controller)로서 gas의 flow-in 양

을 조절하였는데 Ar gas는 50 sccm 공급해주었다.

Ground pressure는 10−6 torr order까지 뽑아주었고,

working pressure를 5.0 × 10−2 torr로 하여 2시간 30분

간 deposit 하였다.

나. 반도성 분말층의 형성

반도성 분말로 흔히 사용하는 TiO2는 밴드갭이

3.6 eV로 충분히 커서 태양빛의 대부분을 투과하여 태

양전지 내부로 보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iO2(3 mg)

에 ethylene glycol(5 ml)과 propan-2-ol(2 ml)을 혼합하여

닥터블레이드 방법으로 반도성 분말층을 형성시켰다.

이때 두께 조절은 한 겹에 약 3.2 µm 가 형성될 수 있

는 3M tape를 이용하였고 각각 1, 2, 3겹까지에 해당

하는 두께를 갖는 sample을 만들었다. 건조 및 소결

(sintering)은 oven, hot plate 또는 muffle furnace 등을

사용하였다. 상대적 고온을 부여한 차단층의 형성도

muffle furnace를 사용하였고, 소결 온도는 300oC에서

600oC까지 변화시켰다.

다. 염료의 coating

염료감응형태양전지에서 광의 흡수는 염료층에서 일

어난다. 염료는 특히 반도성 TiO2의 에너지밴드와의

관계가 적합한 전자에너지 특성을 갖고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저가인 Eosin-Y 및 Ru계로 흔히

채택되는 빨간색인 N3와 N719 등을 주로 사용하여 태

양전지를 제조하였다. 아울러 검은색인 N749를 사용

한 sample도 만들어 염료에 따른 태양전지 특성도 조

사하였다.

라. 하부 전극의 증착 및 전해질의 주입

하부 전극으로는 반사도가 좋은 Ag 및 Pt을 채택하

여 열증착기를 사용하여 glass위에 증착하였다.

전해질은 유동성이 있어 반응의 효율이 탁월한 액체

형 전해질을 사용했는데 I− ion의 source로 LiI(6.7 mg),

I3− ion의 source로는 acetonitrile(5 ml)을 solvent로

I2(1.3 ml)를 녹여서 사용하였다.

2.2. 특성 측정

가. 인공태양용 광원

직접 제작한 solar simulator system[9]을 이용하여

태양전지의 특성을 측정하였는데 광원으로는 short arc

type 이고 용량은 350 W 이며 220 V의 전압으로 구동

되는 Xe 램프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광의 조사 범위

가 넓어서 실험에 불리한 조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

에 빛의 조사범위를 25 cm2로 제한하는 삿갓을 만들어

램프 전면부에 위치시켰다. 

나. 태양전지 특성의 측정

전류-전압 특성은 Agilent 34401A 와 Keithley

2001, 두 대의 digital multimeter를 사용하여 태양전지

의 전류와 전압을 측정, 두 데이터를 병합하여 얻었다.

Digital multimeter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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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수집 및 디스플레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해

서는 PC와의 적합한 통신환경이 필요하다. 통신을 위

해 Agilent 34401A는 RS-232 케이블을 사용하고,

Keithley 2001은 GPIB to USB 케이블을 사용했다. 태

양전지의 특성을 측정할 때에는, 광원의 빛 에너지를

측정하여 이 값을 데이터수집 프로그램에 입력시켜 효

율을 구하기 위하여 spectroradiometer를 기본적으로

필요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International Light lnc.의

IL1400A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반도성 분말층

반도성 분말(TiO2)층의 두께에따른 염료감응형태양

전지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반도성 분말층을 각각

한 겹, 두 겹, 세 겹 입혀주어 제조한 염료감응형태양

전지의 전류-전압 특성은 Fig. 1과 같았는데 6.4 µm일

때가 가장 우수한 태양전지 특성을 나타냈다.

반도성층의 두께에 따라 개방회로전압의 차이는 크

지 않았으나 염료감응형태양전지에서 늘 문제가 되는

연결상태 전류밀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즉 기존의

보고에 비해 약 2/3의 두께인 TiO2 층을 포함할 때가

한 겹 및 세 겹인 경우에 비해 큰 1 mA/cm2이상의 비

교적 양호한 전류밀도를 나타냈다. 두꺼운 층에서 전류

가 감소한 것은 반도체층이 저항층으로 작용했기 때문

이라고 생각한다.

염료감응형태양전지의 반도성층에서 전류를 지배하

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반도체층이 저항층으로 작

용한다는[10] 것 외에 근본적 인자로서 반도성 분말층

의 입도가 작을수록 보다 많은 염료 입자가 둘러싸게

되어 접합 수가 많아지는 것이 그것이다. 즉, 염료감응

형태양전지는 반도체 층이 두꺼울수록 접합의 수가 많

아지는 반면에 저항은 증가하는 구조의 소자로서, 그

두 가지 이상의 인자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

를 Fig. 1의 결과에서 알 수 있다. 특히 반도성층이 두

꺼울 때 전류밀도의 큰 감소는 저항 인자도 상존함을

보여준다. 아울러 초기에 액체 형태인 염료가 두꺼운

분말층에는 충분히 스며들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고

려해 볼 수 있겠다. 태양전지에서 얻을 수 있는 실제

최대전력의 척도인 fill factor도 두께 6.4 µm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훨씬 큼을 볼 수 있다.

3.2. TCO층

기존의 보고에 의하면[11] ZnO는 광 투과율은 좋지

만 기존의 ITO 계열에 비해 비저항이 너무 커서 실제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type

반도체인 ZnO의 carrier 농도를 크게 해주기 위하여 적

절한 donor dopant로 Table 1과 같이 valency, 고체 결

정 내에서의 배위수까지 생각하여 환산한 이온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Al이 아닌 Sc을 ZnO의 donor

dopant로 채택하여 TCO로서의 ZnO 박막의 특성을 조

사해 보았다.

동일 조건에서 rf-magnetron 스퍼터링 방법으로 증

착한 ZnO 및 Sc-doped ZnO 박막의 핵심적 관심사인

비저항을 조사한 결과는 Fig. 2와 같았다.

기존의 ZnO 박막에 비해 비저항을 줄일 수 있었지

만 현실적으로는 ITO 계열의 TCO에 비해서는 크게

미흡하므로 그것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3.3. 염료에 따른 염료감응형태양전지의 특성

빨간색 염료로 저가형인 Eosin-Y, Ru-계에서 빈번하

Fig. 1. I-V characteristics of DSSC(containing N719) with
the thickness of semiconductive layer.

Table 1. Donor dopant-candidates to substitute at Zn site
in ZnO

Zn Al Ga In Y Sc

atomic# 30 13 31 49 39 21

valency +2 +3 +3 +3 +3 +3

ionic radius (Å) 0.6 0.39 0.47 0.74 0.84 0.68

coordination # 4 4 4 4 4 4

m.p. (metal) 419oC 660oC 29oC 156oC 1526oC1541oC

m.p. (oxide) 1975oC2054oC1900oC1910oC2690oC248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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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채택되는 N3, N719를 주로 사용하여 태양전지를

제조하였는데, 이론적으로는 보다 많은 태양광을 흡수

할 수 있는 검은색 염료인 N749도 채택, 염료감응형태

양전지를 각각 제조하여 태양전지 특성을 알아보았다.

태양전지의 광기전력 생성의 척도인 개방회로 전압,

연결상태 전류밀도 등으로부터 환산한 태양전지 효율

은 Fig. 3와 같았다. 한편 개방회로 전압에 있어 빨간

색 염료는 약 500 mV의 양호한 특성을 나타낸데 비해

검은색 염료는 오히려 작은 값을 보였다. 이는 검은색

염료가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광흡수 범위가 너

무 넓어서 내열성이 약할 수 있다는 일반론으로 이해

할 수 있겠지만, 실험 조건 즉 solvent와의 용해 비율이

적절치 못해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

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N749의 경우는 전자

에너지 특성과 색깔이 다양하여 보다 자세한 이론적인

검토가 보고되고 있다[12]. 다른 색깔의 속성도 나타난

다면 그것은 태양광 흡수에 있어 상당히 불리한 조건

인 것은 당연하다.

한편 각 염료에 따른 태양전지 특성 중 연결상태 전

류밀도는 빨간색 염료 중 일부가 월등한 전류값을 나

타냈고 다른 색깔인 N749는 역시 작은 값을 나타냈다.

염료에 따른 태양전지 효율은 Fig. 3와 같았는데, 전

기적 특성값들과 직결되므로 당연히 N719가 가장 큰

효율을 보였다.

빨간색 염료를 대표하는 N3와 N719을 각각 채택한

염료감응형태양전지의 경우 본 실험실 조건에서 제조

할 때 2% 이상의 효율을 나타냈다.

3.4.  2단계 소결한 반도성 분말층의 효과

가. 특성의 증진

반도성 분말층의 소결로 염료감응형태양전지의 효율

을 증진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 값이 절대적으로는 기

대에 못 미쳐서, 2단계 소결을 시도하였다.

즉 위에서 얻은 적정 반도성 분말층의 두께는 유지

하되, TCO 상에 우선 한 겹을 coating한 후 보다 고온

에서 소결해주고 그 위에 나머지 한 겹을 적정 소결 온

도에서 heating하는 방법을 제안, 채택해본 것이다. 목

적은 상대적으로 더 응집된 층을 이용하여, 공정 초기

에 액체 상태인 염료 및 전해질용액 등에 의한 재결합

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TCO 상에 우선 입히는 층

의 소결온도는 600oC로 하였다[13].

염료로는 빨간색 중 가장 좋은 태양전지 특성을 나

타냈던 N719와 검은색을 채택, 비교하였다. 우선

N749를 사용하고 반도성 분말층을 2단계 소결한 태양

전지 sample의 전류-전압 특성을 조사한 결과 Fig. 4와

같았다.

검은색인 염료의 경우, 위에서와 유사한 특성을 보

여 개방회로 전압 및 연결상태 전류밀도가 모두 작은

값을 나타냈다. 한편 빨간색 N719의 경우, 본 연구에

서 실험 및 고찰을 통해 결정한 최적의 공정 조건에서

반도성 분말층을 2단계 소결해준 결과 Fig. 5와 같은

전류-전압 특성을 보였다.

개방회로 전압도 600 mV 정도로서 충분했지만 특히

Fig. 2. Resistivities of ZnO thin films.

Table 2. Electron energies of dyes

TIO2 Eosin-Y N3 N719 N749

LUMO (eV) 4.2 4.03 3.93 3.85 3.85

HOMO 7.8 6.10 5.62 5.45 5.65

energy gap (eV) 3,6 2.07 1.69 1.60 1.40

absorption 
threshold (nm)

transparent 600 670 680 820

Fig. 3. Solar cell efficiencies of DSSC with d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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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상태 전류밀도의 경우 무려 25 mA/cm2에 달하는

매우 큰 값을 나타냈다.

나. 분석 및 고찰

일반적으로 높은 온도에서의 분말 소결은 입도의 증

가 및 고체 밀도의 증가 즉 porosity의 감소 그리고 분

말 입자간의 necking 면적 증가 등의 현상을 일으킨다.

또한 TiO2의 경우는 여러 가능한 상 중 저온에서는

anatase가 고온에서는 rutile이 우세하다고 알려져 있는

데 이들 상의 전자에너지 특성값은 약간 달라 염료와

의 접합에 있어 에너지밴드 모형에 민감한 변화를 일

으킬 수 있다.

Fig. 5와 같은 큰 특성 증진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

여 우선 SEM으로 상대적으로 저온 및 고온인 300oC

및 600oC에서 반도성 분말층을 각각 소결하여 미세구

조를 고배율로 관찰한 결과 Fig. 6, Fig. 7과 같았다.

Fig. 6, Fig. 7에서, 고온에서 소결한 경우가 입도 및

necking 정도가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반도성

분말의 입도의 증가는 반도체/염료 접합의 수를 감소

시키기 때문에 염료감응형태양전지의 특성 증진에 방

해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고온 소결의 경우가 전기

적 특성이 월등 좋은 이유는 다른 인자가 매우 크게 작

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고온 소결에서는 분말층의

porosity 감소 등 응집이 커져서 제조 중에 액체 상태인

염료의 TCO와의 직접적 접촉량이 감소하여 재결합으

로 인한 손실을 줄여주고 특히 분말간 necking이 증가

하여 태양전지 내부에서 생성된 전자가 상부전극으로

이동할 때 반도체 층에서 겪는 저항이 줄 것이므로 이

들 인자들이 특성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TiO2는 저온에서 anatase 상으로 존재하고 고

온으로 가면서 rutile로 변태하는데 본 연구 조건 중 상

대적 고온인 경우(Fig. 8) rutile상의 일부 생성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두 상의 전자에너지 특성값은 약간 달

Fig. 4. I-V characteristics of 2-step sintered DSSC (contain-
ing N749).

Fig. 5. I-V characteristics of 2-step sintered DSSC (con-
taining N719).

Fig. 6. SEM micrograph of the semiconductive layer sin-
tered at 300oC.

Fig. 7. SEM micrograph of the semiconductive layer

sintered at 6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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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염료와의 접합에 있어 에너지밴드는 상이한 양상

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N719 염료와 접합한 이 두

상의 에너지밴드 모형(Fig. 9)을 고찰해보았다.

Fig. 9의 접촉 전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polymer

인 염료(N719)와 반도체의 전자친화력(electron

affinity)은 다른데 반도체의 전도 준위(conduction

level)가 염료의 LUMO(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 보다 위 또는 아래에 위치하는지의 여부는 Fig. 9

의 접촉 후 에너지밴드 모형과 같이 전기적 특성에 있

어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즉 anatase 상의 경우는

염료에서 반도체층으로 전자가 이동할 때 작긴 하지만

장벽이 존재할 수 있다. 반면에 rutile은 자연스럽게 염

료에서 발생한 전자를 당길 수 있는 모양이다. 따라서

고온 소결에서 나타나는 rutile은 염료감응형태양전지

의 특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자를 갖고 있다.

  이상에서 반도성 분말층을 고온 소결처리한 경우

미세구조 특성 및 전자에너지 특성값이 달라져서 염료

감응형태양전지의 특성이 크게 증진됨을 알았다. 대표

적 빨간색 염료인 N719를 사용하고 위에서 결정한 적

절한 공정 조건을 채택하여 반도성 분말층을 2단계 소

결해 준 염료감응형태양전지의 효율은 5.4로 크게 증

진됨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개방회로 전압(Voc)이 500 mV 이상이고 cell 하나에

서 연결상태 전류밀도(Jsc)가 25 mA/cm2에 달하는 염

료감응형태양전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었는데, 그 요인

은 본 연구에서 제안, 채택한 반도성분말층의 2단계 소

결 공정이었다. 아울러 상부 전극층의 기본적 공정 조

건을 정립하였고, TCO 층에 대해서는 저가형 지향 연

구의 기반과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일반적 실험

실 여건에서 고가의 반도체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염료감응형태양전지의 제조가 가능하고 적절한 제조

공정으로써 태양전지의 효율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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