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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료감응형 태양 지(1)는 높은 에 지 환 효율과 실리콘태양 지에 비해 렴한 제작단가로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염료감응형 태양 지는 염료가 코 된 반도체 

극과 상 극의 샌드 치형 배열을 가지며 극내의 공간은 산화환원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해

질로 가득 차 있다(2). 일반 으로 반도체 극에는 이산화티탄(titanium dioxide: TiO2)을 사

용하며, 상 극으로는 백 (platinum: Pt)을 사용하며, 이것들을 도성기 에 증착하여 사

용한다. 

해질은 염료감응형 태양 지의 성능에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해질의 종류에는 액체 해질, 고분자 해질, 고체 해질 등이 있다. 이 에

서 고분자 해질은 액체 해질의 큰 단 인 해질의 액을 해결할 수 있는 장 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액체 해질에 비해 낮은 효율을 가지고 있다. 낮은 효율을 개선시키기 해  

여러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액정을 해질에 섞어서 효율을 높인 보고가 있다
(3)

. 해질 내

의 액정분자의 hopping에 의해 자수송률이 증가하여 효율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이 에 

발표한 논문(4)에서는 태양 지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해 해질 내 액정의 농도를 최 화

하는 실험을 하 고, 그 결과 고분자 해질 내의 액정의 무게농도가 약 10% 일 때 가장 

높은 효율을 얻었다.

그림 1. 압인가 후의 고분자 해질 내의 액정배향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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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마틱액정의 경우 액정분자들은 압을 인가하여 배향이 가능하다. 네마틱액정에는 포

지티  네마틱 액정과 네거티  네마틱 액정이 있는데, 포지티  액정의 경우 압이 인가

되는 방향에 따라 액정분자들이 배열되고 네거티 액정의 경우 인가된 압의 수직방향으로 

액정이 배열된다
(5)

. 본 논문에서 사용된 액정은 포지티  액정으로 인가되는 압의 방향에 

따라 액정이 배열된다. 액정의 이러한 특징을 염료감응형 태양 지에 용시켰다.

TiO2 극과 Pt상 극이 상하 극에 액정을 섞은 고분자 해질을 주입하고 압을 

인가시켜 액정분자들이 수직으로 세운다. 그림 1
(6)

에서 왼쪽그림은 액정이 균등하게 분포되

어 있는데, 여기에 압을 인가시킨 오른쪽 그림은 액정분자들이 배열되는 것을 볼 수 있으

며, 액정이 배향된 상태에서 해질이 굳어가면서 액정을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액정이 

배향됨으로써 자이동경로가 생성되고 그에 따라 자수송률이 향상되어 태양 지의 성능

이 개선되는 것이다.

(a) 류 도- 압 곡선               (b) Fill Factor와 효율 비교        

그림 2. 해질 종류에 따른 염료감응형 태양 지의 성능비교

실험은 동일 조건에서 3개 셀 이상에서 측정한 평균을 나타내었다. 그림 2는 해질 종

류에 따른 염료감응형 태양 지의 성능을 비교한 그래 로, 배향된 액정이 포함된 고분자 

해질의 성능을 확인하기 해 액정이 포함되지 않는 것과 액정을 균등하게 섞은 것과 함

께 비교를 하 다. 그림 2(a)는 류 도와 압 곡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배향된 액정을 이

용한 지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 다. 그림 2(b)에서도 마찬가지로 Fill Factor와 에 지

환효율(ɳ) 모두에서 액정을 배향시킨 지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분자 해질 내에서 액정을 배향시킨 염료감응형 태양 지는 배향된 액정이 자이동

경로를 만들어 에 지 환효율, Fill Factor등 태양 지의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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