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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효율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를 위한 다층구조의 TiO2 전극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자

의 크기가 작고 큰 TiO2로 이루어진 다층구조의 TiO2 전극에 대해 연구하였다. 나노구조를 갖는 TiO2 분말은 TiCl4를 

가수분해하여 합성하였다. 크기가 7.6 nm 및 18 nm인 TiO2 분말은 소성온도를 조절하여 얻었다. 다층구조를 갖는 TiO2 

전극이 단락전류(Jsc)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다층구조를 갖는 TiO2 전극이 각각의 입자만을 

사용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보다 변환효율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Recently, the design of the multi-layered TiO2 electrodes has been attracted for high efficiency of dye-sensitized solar cells. 

In this study, conversion efficiency of the multi-layered TiO2 electrodes was investigated by using small and large TiO2 

nanoparticles. Nanostructured TiO2 powders were prepared by TiCl4 hydrolysis. Differently sized TiO2 powders of which the 

average diameter was 7.6 and 18 nm were obtained by controlled calcination temperature. It was confirmed that multi-layered 

TiO2 electrodes significantly influence short-circuit current (Jsc) and also show higher conversion efficiency than dye-sensi-

tized solar cells consisting of each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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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우리는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였다. 화석연

료는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와 아황산가스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배

출하며,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효과를 통한 온도상승, 해수면 상승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환경적인 문제를 유

발하지 않고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을 이용한 태양전지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태양전지는 구성하는 물질에 따라 실리콘(단결정, 다결정 및 비정

질), 화합물 반도체(Ⅲ-Ⅴ족 및 Ⅱ-Ⅵ 족 화합물) 및 유기 태양전지(염

료감응형 및 유기분자접합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실리콘 태

양전지가 현재 상용화 되고 있으며 광전변환 효율이 우수한 이점이 

있으나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제조 단가가 비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실리콘 태양전지가 가진 단점이 보완된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DSSCs; dye-sensitized solar cells)의 연구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1991년 스위스의 Grӓtzel 교수 

연구그룹에서 최초로 보고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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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작동은 표면에 염료분자가 화학적으로 흡

착된 금속산화물 전극에 태양빛이 흡수되면 염료분자는 전자-홀 쌍을 

생성하며, 전자는 금속산화물 전도띠로 주입된다. 금속산화물 전도띠

로 주입된 전자는 금속산화물의 계면을 통하여 투명 전도성 기판으로 

전달되어 전류를 발생시키게 된다. 염료분자에 생성된 홀은 산화-환

원 전해질에 의해 전자를 받아 다시 환원되고 이런 일련의 반응이 순

환됨으로써 반영구적으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가 작동하게 된다[2]. 

일반적으로 TiO2 전극에 흡착된 염료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비교적 

작은 입자로 구성된 비표면적이 증가된 전극을 사용하게 된다[3]. 이 

경우 염료 흡착량 증대로 인해 입사되는 광에 의해 전자가 많이 발생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작은 입자 사용으로 인한 표면상태

수  또한 증가되는 단점이 있다. 표면상태는 전자와 정공의 재결합 자

리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표면상태의 증가는 효율을 감소시키

는 원인이 된다[4-6].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자크

기가 작고 큰 다른 종류의 TiO2 입자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7-11]. 큰 입자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큰 입자에 의해 

산란되는 빛을 다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표면상태 감소 효과도 동

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효율이 향상되게 된다. 이러한 산란 효과는 산

란 입자의 굴절률[9], 배열 위치[10] 및 크기[12]에 의존하며 이와 관

련된 연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큰 입자 사용으로 인한 염료의 흡착량 감소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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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XRD patterns of T-400, T-600, and P25.

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400, T-600, and P25

Name Structure Particle size (nm) BET (m
2
/g)

T-400 Anatase 7.6 175

T-600 Anatase 18.0 62

P25 Anatase / rutile 54

없으며 산란 효과가 잘 반영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전극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TiCl4를 출발물질로 하여 가수분해법으로 합성한 TiO2를 

합성한 다음 소성온도를 달리하여 입자의 크기 및 결정성을 조절하였

다. 상기 합성된 TiO2를 이용하여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를 제조하였으

며, TiO2 전극층을 구성하는 입자의 크기 및 결정성에 따른 광전변환 

효율을 평가하였다. 또한 시판되고 있는 TiO2 물질인 Degussa P25 

TiO2를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를 제작 한 후 

합성된 TiO2와의 효율도 비교 분석하였다.

2. 실    험

2.1. TiO2 나노입자 합성

앞선 연구에서의 TiO2 합성방법을 참고로 하였으며[13], TiCl4 

(99.9%, Aldrich)를 출발물질로 하여 가수분해법으로 TiO2 나노입자를 

제조하였다. 먼저 4 ℃ 이하의 증류수에 TiCl4를 적하시켜 0.7 mol/L 

농도가 되도록 한 후 일정시간 교반하였다. 이 상태에서 순수한 ana-

tase TiO2를 제조하기 위하여 소량의 ammonium sulfate (99%, Kanto)

를 첨가하였다. 다음으로 TiO2 결정성장을 위해 90∼95 ℃에서 24 h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종료되면 흰색의 TiO2 침전물이 생성되며 

이 침전물을 원심분리한 후 증류수로 여러 번 세척한 다음 80 ℃ 오븐

에서 24 h 동안 건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소 기류형 관형 전기로를 

이용하여 400 ℃ 및 600 ℃에서 3 h 동안 소성하였으며, 그 시료를 

각각 T-400 및 T-600으로 표기하였다.  

2.2.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제작

크기가 다른 anatase TiO2를 이용하여 doctor blade용 페이스트를 제작

하였다. TiO2 페이스트는 크게 A 과정과 B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였

다. 먼저 A 과정은 ethyl alcohol 50 mL에 TiO2 나노분말 18 wt%와 

triton X-100 2 wt%를 첨가하여 3 h 동안 교반하였다. 동시에 B과정은 

ethyl alcohol 50 mL에 α-terpineol 60 wt% (Tokyo kasei)과 ethyl cel-

lulose 20 wt% (Tokyo kasei)를 첨가하여 3 h 동안 교반하였다. 교반이 

완료된 후 A 용액과 B 용액을 혼합하여 24 h 동안 교반한 후 농축기

를 이용하여 ethyl alcohol을 증발시켜 점도를 가지는 TiO2 페이스트를 

제조하였다. 상기 제조된 TiO2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active layer가 0.3 

× 0.3 cm
2
인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를 제작하였다. 태양전지의 제작은 

먼저 전도성 기판(FTO, 16 Ω/cm
2
)에 TiO2를 doctor blade법으로 코팅

한 후 450 ℃에서 30 min 동안 소성하였다. 소성이 완료된 후 TiCl4 

수용액에 담지하여 80 ℃에서 30 min 동안 처리한 후 다시 450 ℃에서 

30 min 동안 소성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소자는 암실에서 0.3 mmol/L 

농도의 루테늄계 염료(N719, Solaronix)에 24 h 동안 담지하여 염료를 

충분히 흡착시켰다. 염료흡착이 완료된 후 TiO2 전극을 acetonitrile로 

수차례 세척하여 흡착되지 않은 염료를 제거하였다. 백금 상대전극은 

electron beam deposition을 통하여 100 nm 두께로 증착하였다. 상대

전극에는 전해질을 투입할 수 있도록 미세한 구멍을 뚫었으며, 샌드

위치 형식의 태양전지 소자를 제작하기 위해 염료가 흡착된 TiO2 전

극과 백금 전극은 60 μm 두께의 surlyn (Dupont)을 이용하여 120 ℃

에서 밀봉하였다. 최종적으로 산화-환원 전해질은 백금 전극의 구멍을 

통하여 주입하였으며, mask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된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의 광전변환 효율을 측정하였다[14].

2.3. 특성분석

합성된 TiO2 나노분말의 결정성과 결정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X-ray diffractometer (XRD; PANalytical, X'pert PRO MPD)로 측정하

였다. 20∼80°의 회절각(2θ) 범위에서 간격은 0.0334°/step으로 측정하

였다. 합성된 TiO2의 비표면적을 측정하기 위하여 N2-sorption 

(Quantachrom, Qudrasorb SI)을 이용하였다. 제작된 TiO2 전극의 두께

는 alpha step profiler (Alpha step IQ surface profiler, KLA Tencor)로 

측정하였다. 광전변환 효율은 Keithley 236 Source Mesurement와 

Solar Simulator (Spectra physics Co., 300 W simulator models 81150 

and 81250)를 사용하여 표준 조건(AM 1.5, 100 mW/cm
2
, 25 ℃)에서 

태양전지의 전류-전압 측정으로부터 평가하였다. TiO2 전극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N719 염료량을 측정하기 위해 UV-Vis spectrophotmeter 

(UV-Vis; Shimadzu, UV 1101)로 분석하였으며, 0.1 mol/L의 NaOH 

수용액을 이용하여 N719를 탈착시킨 후 508 nm에서의 몰 흡광계수

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TiO2의 특성분석 

입자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각각 400 ℃와 600 ℃에서 소성한 

TiO2 및 시판되는 P25의 XRD 분석결과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XRD 측정결과 본 연구에서 제조한 TiO2는 모두 순수한 anatase 결정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P25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rutile과 anatase가 혼합된 형태로 관측되었다. Figure 1의 T-400과 

T-600으로부터 소성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결정성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600 ℃까지는 anatase 구조가 그대로 유지됨을 확인

하였다. 

비표면적을 관측하기 위하여 N2-sorption을 측정하였으며, 앞선 

XRD 분석결과와 함께 정리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의 

T-400과 T-600 시료를 비교해보면, 소성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크

기가 증가하는 반면 비표면적은 감소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일반적

으로 입자크기와 비표면적은 반비례관계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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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2. Schematic film morphologies of TiO2 electrodes; (A) T-400, 

(B) T-600, and (C) Multi-layer.

Figure 3. Current-to-voltage characteristic of DSSC using T-400, T-600,

P25, and Multi-layer.

Table 2.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the DSSC based on T-400, 

T-600, P25, and Multi-layer

Name
Voc

(V)

Jsc

(mA/cm
2
)

FF

(%)

η
(%)

Amount of N719

(× 10
-7

 mol/cm
2
)

Film Thickness

(µm)

T-400 0.6726 12.67 70.59 6.01 2.81 14.1

T-600 0.7028 16.61 69.05 8.06 2.44 13.6

P25 0.7320 13.54 73.57 7.29 2.42 15.3

Multi-layer 0.7167 19.01 69.79 9.51 2.76 14.6

러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3.2. 태양전지 효율 분석

TiO2 전극층의 특성에 따른 광전변환 효율을 관측하기 위해 T-400

과 T-600 그리고 두 시료를 혼용한 다층구조로 구성된 염료감응형 태

양전지를 제작하였다. 또한 비교대상으로 P25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

으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를 제작하였다. Figure 2에 T-400과 T-600 

그리고 T-400과 T-600을 혼용하여 사용한 다층구조를 갖는 TiO2 전극

층을 도식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입자크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

지게 된다. 우선 입자크기가 작은 경우는 비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염

료의 흡착량 증대로 인해 효율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정공 

재결합 자리를 제공해 주는 표면상태수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효율이 

감소될 수 있는 단점도 동시에 갖고 있다. 입자크기가 큰 경우는 앞선 

작은 경우와는 정 반대의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입자크기가 다른 T-400과 T-600을 이용하여 각각의 장점을 활용하

기 위하여 입자크기가 다른 TiO2를 사용하여 전극을 제조하였다. 다

층구조의 TiO2 전극에서는 태양광 투과도를 높이기 위해 입자크기가 

작은 T-400을 먼저 전도성 기판에 코팅시킨 후 T-600을 코팅하였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광조사에 따른 전류-전압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3 및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광전변환 효율

은 다층구조 > T-600 > P25 > T-400 순으로 평가되었다. 이 중 T-400

은 입자의 크기가 가장 작고 비표면적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결

과로 염료를 가장 많이 흡착하였다. 그러나 큰 입자인 T-600에 비해 

개방전압(Voc)과 충진률(FF)은 비슷하나 염료의 흡착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락전류(Jsc)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입

자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표면상태수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표면상태는 TiO2 전도띠의 아래에 위치하여 전자를 trap하는데, 이렇

게 trap된 전자가 detrap되지 못하고 산화된 염료의 정공과 재결합하

거나 전해질과 재결합하게 된다. 그 결과 전자가 전도성 기판으로 전

달되지 못해 Jsc가 감소되고, 그로 인해 광전변환 효율이 감소되는 현

상이 관측되었다[15].

반면 T-600을 사용하여 전극을 제작하였을 경우는 광전변환 효율

이 T-400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는 T-600 입자의 크기가 크게 증

가하면서 비표면적은 감소하였으나, XRD 측정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결정성이 향상되어 표면상태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작

은 비표면적으로 인해 흡착된 염료의 양이 T-400에 비해 감소하였으

나, 전자를 trap하는 표면상태수 또한 감소하여 발생된 전자가 재결합

되지 않고 전도성 기판에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그로 인해 

Jsc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광전변환 효율 또한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16].

마지막으로 T-400 및 T-600을 혼용한 다층구조에서는 Voc와 FF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Jsc가 크게 증가하였다. 다층구조인 경우는 

흡착된 염료의 양이 2.76 × 10
-7

 mol/cm
2
으로 T-400의 2.81 × 10

-7
 

mol/cm
2
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T-600을 이용하기 때문에 T-400만 사

용한 경우에 비해 표면상태수가 감소하여 염료로부터 발생된 전자의 

재결합 비율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다층구조에서는 비교적 많은 

양의 염료를 흡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표면상태수 또한 감소하는 장점

을 가지고 있어 Jsc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로부터 다층구조에서

는 Jsc가 T-400에 비해 약 50% 증가하였고, T-600에 비해 약 14% 증

가하였다. 광전변환 효율은 T-400에 비해 약 58%, T-600에 비해 약 

18% 증가하였다. 

또한 다층구조 및 T-600으로 구성된 TiO2 전극으로 제조한 경우는 

시판되는 P25를 사용한 경우보다 광전변환 효율이 높게 관측이 되었

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에서 합성한 TiO2가 순수한 anatase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염료 흡착량과 결정성 또한 P25보다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iCl4를 출발물질로 하여 TiO2 나노분말을 가수분

해법으로 합성하였다. Anatase TiO2를 합성하기 위하여 ammonium 

sulfate를 이용하였다. 또한 입자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400 ℃ 및 

600 ℃에서 소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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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TiO2 전극층의 특성에 따른 효율을 평가하

기 위해 크기가 다른 T-400, T-600 및 T-400과 T-600을 혼용하여 사

용하였다. 다층구조를 갖는 TiO2 전극의 경우 각각의 입자로만 이루

어진 전극에 비해 Jsc가 크게 증가하여 광전변환 효율이 향상되었다. 

또한 다층구조 및 T-600으로 구성된 태양전지는 시판되는 P25로 제조

한 태양전지보다 효율이 높게 관측되었다. 따라서 비표면적과 표면상

태수를 고려하여 작은 입자와 큰 입자의 TiO2를 적절하게 혼용하여 

사용한다면 우수한 광전변환 효율을 보이는 태양전지를 제작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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