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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투명 염료감응 태양전지 모듈 연구

강만구†

A module of Semitransparent Dye-sensitized Solar Cell

 Man Gu Kang†

Abstract

As semitransparent dye-sensitized solar cells (DSSCs) have advanced to large-scale applications from lab-level research,     

the large-scale performance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Modules of DSSCs have been investigated to optimize the     

efficiency as a TiO2 systhesis temperature and a surface treatment of TiCl4 aqueous solution. Essentially, these     

semitransparent modules have an extended structure with lab-scale works with the exception of the dimensions and     

methods for the series connection. The 5 cm×6.5 cm modules have shown an efficiency of about 6% without a scattering     

layer. While the fill factors of modules depend on the width of each TiO2 unit cell, they are much less dependent on the     

lengths of the unit cells.

Key words : Dye-sensitized solar cell, Photovoltaic, Nano TiO2, Blocking Layer, Module

1. 서 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며, 전      

세계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가장 어렵고 중       

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에너지 환경 문제점 해결을 위       

한 다양한 청정 에너지원 중에서 태양은 지구에서 소       

비하는 총 에너지의 10,000배의 무한한 에너지 제공이      

가능하여 태양전지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태양광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태양전지는 결      

정형 실리콘 태양전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      

나 결정형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은 약 15%대의 높은       

효율과 장기 신뢰성을 가지는 장점이 있으나, 원료 소       

재인 폴리실리콘의 고순도화에 필요한 고온 공정에 많      

은 에너지가 소비되어 가격인하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태양전지 산업은 다른 발전에너지원에 비해 훨씬 더      

발전 단가가 높아 자생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문제       

점을 해결하고자 최근 들어 박막 태양전지에 (CIS, 비       

정질 실리콘, CdTe, 염료감응 태양전지 등) 대한 관심     

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두 장의 투명전극 사이     

에 염료가 흡착된 나노입자 이산화티탄 후막 전극과     

탄소 혹은 백금 상대 전극 그리고 두 전극 사이에 산화     

/환원 전해질이 채워진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이러한 염료감응 태양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는 매     

우 저렴하며, 제조 공정이 다른 태양전지에 비하여 현     

저히 저렴하여 저가격 실현이 가능하다. 또한 반투명이     

가능하고, 광흡수 물질인 염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상이 가능하며,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한 심미적 태양     

전지로 상품성이 매우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2는 염료감응 나노입자 산화물 태양전지의 작     

동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표면에 염료분자가 화학적으     

로 흡착된 n-형 나노입자 반도체 산화물 전극에 태양     

빛 (가시광선)이 흡수되면 염료분자는 전자-홀 쌍을 생     

성하며, 전자는 반도체 산화물의 전도띠 로 주입된다.     

반도체 산화물 전극으로 주입된 전자는 나노입자간 계     

면을 통하여 투명 전도성막으로 전달되어 전류를 발생     

시키게 된다. 염료 분자에 생성된 홀은 산화-환원 전해     

질에 의해 전자를 받아 다시 환원되어 염료감응 태양     

전지 작동 과정이 완성된다.[1]

본 논문은 최적의 나노입자 TiO2 인쇄용 페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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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방법과 반투명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모듈 제조      

방법 및 외부 온도에 따른 특성을 평가하여 건물일체       

형 반투명 염료감응 태양전지 모듈 가능성을 점검하고      

자 한다.

2. 실 험

2.1. TiO2 인쇄용 페이스트 제조

나노입자 TiO2 용액 합성하기 위하여 160 ml의 증류       

수와 51 ml acetic acid(Aldrich 99.8%)를 500 ml의 용     

기에 넣고 0oC로 냉각하면서 교반한다. 그 용기에 6 ml     

의 2-propanol(Aldrich 99.5%)에 24 ml의titanium(IV)iso-    

poxide(Aldrich 99%)가 섞여진 용액을 한 방울씩 천천     

히 첨가한다. 혼합된 용액을 3시간 동안 75oC로 가열     

한다. 가열하는 동안 용액의 점성은 증가와 감소를 반     

복하게 된다. 가열된 용액을 210oC, 220oC, 230oC,     

240oC의 조건으로 테프론 용기가 포함된 auto-     

clave(Parr)에서 12시간 동안 합성하여 TiO2 콜로이드     

입자 합성 온도에 따른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특성을     

평가하였다.[2]

합성된 TiO2 콜로이드 용액을 원심분리하여 수용액     

을 에탄올용매로 치환하고 초음파 분쇄와 볼 밀링을     

하여 나노입자 TiO2를 분산하였다. TiO2 중량 대비로     

계산하여 3.5배의 테피네올, 0.5배의 에틸 셀룰로오스,     

0.1배의 로릴 산을 혼합하고 가열 교반하여 점도를 갖     

는 유기 페이스트 액을 얻는다. 여기에 티타늄 산화물     

콜로이드의 에탄올 용액을 가한 후 가열 교반하여 에     

탄올을 증발시켜서 나노입자 TiO2 비수용성 스크린인     

쇄 페이스트를 제조하였다. 

2.2. 염료감응 태양전지 제조

SnO2:F전도성 유리(Libbey-Owens-Ford, 8Ω/sq, 80%   

가시선 투과)에 TiCl4 수용액으로 전도성 유리의 표면     

처리하고, TiO2 인쇄용 페이스트를 표면처리된 전도성     

유리에 doctor blade로 코팅하여, 90oC 오븐에서 30분     

가열한 다음 500oC 전기로에서 40분간 가열하여 유기     

고분자를 제거하여 TiO2가 입혀진 전극을 만든다. 본     

실험을 위하여 제조된 나노입자 산화물 박막의 두께는     

~12 µm이었다. 그 전극을 5×10-4 M Ruthenium 535     

bis TBA(Solaronix, N719) 염료용액에 24시간 이상 담     

가 놓아 염료가 TiO2 층에 충분히 결합하도록 한다. 용     

매로는 에탄올(99,9% 이상)을 사용하였다.

미세한 구멍을 만들어진 전도성 유리에 3 mM     

H2PtCl6xH2O의 2-metyl-1-propanol 용액을 전도성 표    

면에 스포이드를 사용하여 몇 방울 떨어뜨린다. 위의     

코팅과정에서 전도성 유리를 30o 정도의 경사면을 만     

들어 백금이온용액이 전도성 유리면을 따라 흘러가도     

록 한다. 백금이온이 입혀진 전극을 90oC의 오븐에서     

30분 그리고 500oC의 전기로에서 30분간 연속하여 가     

열하여 백금이 입혀진 투명한 전극을 완성하였다.

염료가 흡착된 나노입자 전극과 백금 전극을 30 µm     

두께의 surlyn을 사이에 두고 두 전극을 마주한 다음     

100oC의 가열 판에 놓고 2 기압의 압력으로 두 전극을     

밀착한다. 두 전극을 밀착한 다음 백금이 코팅된 양극     

그림 1.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dye-sensitized solar cell.

그림 2.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작동원리.
Fig. 2. Operation principle of dye-sensitized solar cell.
조선자연과학논문집 제2권 제4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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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세 구멍을 통하여 전해질 용액을 채운고 미세구       

멍을 밀폐하였다. 전해질로는 3-Methoxypropionitrile   

용매에 산화/환원 전해질로는 0.70 M 1-vinyl-3-     

methyl-immidazolium iodide, 0.10 M LiI, 40 mM I2,       

그리고 0.125 M 4-tertbutylpyridine을 포함하는 전해질     

을 사용하였다. 

2.3. 태양전지 측정

전류-전압 곡선은 Kethley 2400으로 측정하였으며,    

광원으로는 Xenon lamp (Oriel, 91193)를 사용하였다.     

Xenon lamp의 태양조건(AM 1.5)은 표준태양전지    

(Frunhofer Institute Solare Engeriessysteme, Certifi-    

cate No. C-ISE369, Type of material : Mono-Si + KG         

filter)를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파장에 따른 양자효율은     

Solar Cell QE / IPCE Measurement System (PV       

Measurements)로 측정하였다.[3]

3. 결과 및 고찰

3.1. 나노입자 합성 온도에 따른 특성

수열합성기의 합성온도에 따라 합성된 TiO2 입자 현      

미경 사진은 그림 3 과 같다. 합성된 TiO2는 anatase        

결정이었으며, 210oC에서 240oC로 합성 온도가 증가     

할수록 입자크기가 증가하였다. 230oC 이하에서 합성     

한 TiO2는 구형의 나노입자 형태를 보여주었고, 240oC      

에서 합성된 TiO2 입자는 구형에서 모서리가 각진 형       

태의 입자가 합성되었다. 

온도에 따라 수열합성된 나노입자 TiO2 페이스트로     

제조된 태양전지의 에너지 변환 효율은 그림 4와 같다.       

온도에 따라 합성된 나노입자 TiO2 페이스트로 제조된      

태양전지의 개방 전압은 모두 비슷하지만, 단락 전류의      

경우 크게는 10 % 이상 차이를 나타내었다. 210oC에       

서 230oC로 합성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TiO2의 결정       

성이 향상되어 에너지 변환 효율이 향상되었으며,     

240oC에서 합성된 나노입자 박막은 입자 크기가 상대      

적으로 증가하여 염료가 흡착되는 표면적이 감소하여     

에너지 변환 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또한 온도가 낮을 경우(210oC) 입자 크기가 작아서 광       

전자의 재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변환 효율      

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230oC에서 합성      

된 TiO2 나노입자가 최고의 에너지변환 효율을 보여      

주고 있다.

3.2. TiCl4 표면 처리 효과

염료에 의하여 나노입자 박막 층에 주입된 전자는      

전도성유리 표면을 따라 외부로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     

에서 전도성 표면과 전해질 사이의 재결합에 의하여     

광전자가 손실되게 된다. 이와같은 재결합을 제어하기     

그림 3. 합성된 TiO2 입자의 전자현미경 사진. 
Fig. 3. SEM Image of systhesized TiO2.

그림 4. TiO2 합성온도에 따른 에너지변환 효율.
Fig. 4. Efficiency of DSSC as TiO2 systhesis temperature.
J. Chosun Natural Sci., Vol. 2, No. 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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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전도성 표면을 TiCl4 수용액으로 처리한 전자      

현미경 사진은 그림 5와 같다. 전도성 유리의 SnO2:F       

박막(a)에 TiCl4를 처리하면 수 nm 입자 크기 TiO2 나        

노입자가 전도성유리 표면에 코팅되어 재결합 차단     

TiO2이 형성되었다.

TiCl4 표면 처리 시간에 따라 제조된 태양전지의 광       

전류-전압곡선으로부터 얻어진 에너지변환 효율의 변    

화는 그림 6과 같다. 재결합 차단층을 도입함으로써      

TiCl4를 처리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7% 정       

도 에너지변환 효율이 향상되었으며, TiCl4를 30분 처     

리하였을 때 가장 높은 효율을 나타내었다. 

3.3. 외부 온도에 따른 특성

액체 전해질을 포함하는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외부     

온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태양전지의     

온도를 조정하여 에너지변환 효율을 그림 7과 같이 평     

가하였다.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화학적 작용에 의한 전     

자 발생 및 전자 전달 과정이 진행되어 온도 증가에 따     

라 전자 전달이 활성화 되어 85oC까지는 광전류가 증     

가하였다. 그러나 90oC이상의 온도에서는 액체전해질    

의 부피 팽창으로 인한 전해질이 외부로 유출되어 급     

격히 광전류가 감소하였다. 온도 증가하에 따라 광전압     

은 초기 50oC까지는 변화가 없었으나 50oC이상으로     

온도가 증가하면서 광전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태양전지의 온도에 따른 광전압과 전류로부터 전력의     

그림 5 . TiCl4 표면처리 전자현미경 사진.
Fig. 5. SEM image of conducting glass with and without 

TiCl4 treatment.

그림 6. TiCl4처리시간에 따른 에너지변환 효율.
Fig. 6. Efficiency of DSSCs depending on TiCl4 treatment.

그림 7. 온도에 따른 효율 변화.

(a)광전압, 광전류 (b) 전력
Fig. 7. Photocurrent and voltage (a) power (b) character- 

istics of DSSC depending on temperature.
조선자연과학논문집 제2권 제4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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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측정하였으며, 50oC까지는 광전압의 감소없이 광    

전류가 증가하여 태양전지의 전력도 증가하였다. 그러     

나 50oC이상에서는 광전류의 증가보다 광전압의 감소     

가 더 우세하여 효율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90oC이상에서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액체전해질을 겔형의 전해질로 개선하고자 하     

는 연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상용화를      

위하여서는 고체형 전해질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되어 진다.[4-8]

3.4. 모듈 제조 

반투명 염료감응 태양전지 모듈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림 8과 같이 전극구조를 설계하였다. 모듈 제작에서      

활성 면적이 증가하면 내부저항이 증가하여 fill factor      

를 저하시킨다. 따라서 효율 감소없이 우수한 염료감응      

태양전지 모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태양전지      

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 변화에 따른 효율 변화를 관찰        

하였다. TiO2 층의 폭이 증가할수록 fill factor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8 mm 폭 이상에서는 fill     

factor 감소가 급격한 반면 8 mm 이하에서는 fill factor     

가 65%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 또한 동일 폭에 대하여     

길이는 fill factor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로부터 TiO2 필름은 가급적 8 mm 이하의 폭을 갖도     

록 모듈을 제작하였다.[9-13]

모듈 제조 과정은 레이저로 식각된 FTO 기판 상에     

TiO2 필름 및 Pt 대전극을 스크린 인쇄에 의하여 코팅     

하고, 내부 직렬연결을 위하여 sub micrometer 크기의     

실버 페이스트를 코팅하였다. 이미다졸계 요오드 전해     

질을 주입하여 제작된 모듈은 그림 8과 같다. 제작된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광전류-전압 곡선은 그림 9와 같     

으며, 50 mm×60 mm 소형 모듈에서 100 mW (0.1 W)     

크기의 출력과 5 V 이상의 단락전압을 얻을 수 있었으     

며, 모듈 효율은 약 6%로 평가되었다. 

4. 결 론

반투명 염료감응 태양전지 모듈을 제조하기 위하여     

230oC에서 합성된 TiO2 나노입자가 가장 우수한 특성     

을 나타내었으며, 전도성유리 표면을 TiCl4 수용액으로     

표면처리함으로써 재결합을 현저히 차단하였다. 염료    

감응 태양전지는 80oC이상의 외부 온도에서는 태양전     

지 효율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상온에서 50oC까지는     

전자전달이 온도 증가에 따라 활성화되어 효율이 향상     

되었다. 염료감응 태양전지 모듈을 제조하기 위하여 모     

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태양전지의 폭이 8 mm이하     

에서는 에너지 변환 효율의 감소없이 태양전지 모듈     

제조가 가능하였다.

그림 8. 모듈 설계(a) 및 제작 샘플(b).
Fig. 8. Design(a) and module(b) of DSSC.

그림 9. 모듈의 광전압-전류 곡선.
Fig. 9. I-V characteristics of DSSC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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