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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work, the TiO2 and SnO2 thin films as blocking layers were coated directly onto the metal-mesh 

electrode surface to prevent unnecessary inflow of back-transfer electrons from the electrolyte (I
-
/I3
-
) to the metal-mesh 

electrode. The DSCs were fabricated with working electrode of SUS mesh coated with blocking TiO2 and SnO2 layers, 

dye-attached mesoporous TiO2 film, gel electrolyte and counter electrode of Pt-deposited F:SnO2. From the experimental 

result, it was ascertained that the efficiency of metal electrode coated with TiO2 by Dip-coating was superior to that of 

metal electrode coated with SnO2 by Dip-coating and screen printing with the results of experiments. The photo-current 

conversion efficiency of the cell obtained from optimum fabrication condition was 3% (Voc=0.61V, Jsc=11.64 mA/cm
2
, 

ff=0.64) under AM1.5, 100 mW/cm
2
 illu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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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태양 지(Solar cell)는 기 력 효과 (Photovoltaic 

effect)에 의해  에 지를 기로 변환시킬 수 있는 친환

경 발 기이다. 최근의 유가 등, 화석연료의 고갈, 이산화

탄소의 배출 규제 등의 시  상황은 발 단가가 높은 태

양 지의 개발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1]. 그 , 염료 감응 

태양 지(Dye-sensitized solar cell; DSC)는 반도체 pn 합

의 물성  변환과정을 이용하는 실리콘 태양 지와 달리, 

식물 합성의 유기 자이동 원리와 유사한 화학  에

지 변환원리를 구 한다는 에서 기화학 셀(Photo- 

electrochemical cell)로도 잘 알려져 있다[2, 3]. 제작이 단

순, 렴하며, 효율개선이 기 되어 실리콘 태양 지를 체

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4, 5]. 

한 고가의 투명 도성 산화물(Transparent conductive 

oxide; TCO)을 사용하지 않는 속 극 구조가 가능하여, 

 가격화(Cost-effectiveness)의 측면과 도성, 내구성 등

의 성능개선이 기 된다[6, 7]. 그러나 속 극을 도입할 경

우, 해질의 유입이 용이하도록 다공질 혹은 메쉬 형태의 

극 구조가 용이하며, 극표면과 해질 사이의 불필요한 

화학반응이나 역 자 달 반응(Back electron transfer 

reaction)과 같은 셀 성능을 하시키는 요인에 한 책이 

요구된다[8]. 구체 인 해결방안으로써, 다공질 혹은 메쉬 구

조의 속 극을 도입하거나[9, 10], 극표면에 산화물 층을 

형성시켜 주 의 해질로부터 자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

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11]. 하지만 속과 산화물 

박막 간의 열팽창 계수의 차로 인한 계면 결합력 하, 자

와 정공의 효율  송을 한 일함수(Work function) 고려 

등, 여 히 해결해야할 요소가 많아서, 아직 획기 인 성능 

향상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속 메쉬 극의 기화학 셀을 제작함

에 있어서, 셀 내의 하 송 효율을 높이기 해 속 극 

표면에 TiO2와 SnO2의 산화물 층을 형성시키는 방안에 

해 검토하 다. 다양한 공정조건에서 제작된 셀의 변환

효율과 임피던스 특성을 조사하여 셀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최 의 극구조에 하여 고찰하 다. 

2. 실  험

2.1  속 극  산화물 코 막의 선정

먼  기화학 셀의 제작에 메쉬 구조의 속 극을 사

용하 다. 속의 구부러짐으로 인한 극 간의 단락을 방

지하기 해 멤 인(Membrane)을 극 사이에 삽입하

다. 표 1은 실험에서 사용 한 스테인 스 메쉬(SUS mesh)

와 멤 인 필터의 사양을 나타낸다. 속 극을 도입할 

때 고려할 사항은 속의 부식과 높은 도도이다. 속

극은 산화물 극에 비해 도도가 무 좋아서 셀 내의 

변환 과정에서 발생된 자가 원래의 이동경로에서 벗어

나 주변의 속 극으로 소멸되면서 효율이 하될 수 있

다. 이를 보안하기 해 속 표면을 산화물로써 코 하

다. 코 재료로써 TiO2(3.2ev), WO3(2.8ev), SnO2(3.5ev)와 

ZnO(3.2ev) 등이 검토되었으며, 호 안의 값들은 해당 산화

물의 밴드 갭 에 지(Eg)이다. 일반 인 매 조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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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산화, 환원에 지 가 밴드 갭 역 내에 존재해

야 한다는 것과 장시간 반응 에서도 안정되어야 한다는 

에서, TiO2와 SnO2가 화학  부식에 안정된 재료라는 

장 이 있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속 극과 산화물 코

막 재료로써 다양한 메쉬 번호의 스테인 스 메쉬와 

SnO2, TiO2를 각각 선정하여 셀을 제작하 다.

속 메쉬 스테인 스 스틸

Membrane 

filter

Polymer PTFE

규격 0.1μm  293mm  10/PK

표 1  속 메쉬 극  멤 인 재료

Table 1  Metal mesh electrode and membrane material.

 

2.2 셀 제작

속 메쉬 극기반의 기화학 셀은 햇빛에 감응하는 

 극, 해질에 자를 달해주는 상 극, 염료를 환

원시켜주는 해질로 구성된다.  극은 속 메쉬 극

에 나노 TiO2 페이스트를 코 하여 열처리 한 후 염료를 흡

착시켜 제조하 다. 그림 1은 산화막 코 을 하지 않은 

속 메쉬 극의 제조공정을 나타낸다. 먼 , 스텐 스 메쉬 

스크린의 면 을 35×48mm로 제작 후, 린  면 을 

0.5×2mm로 설정하 다. 그 다음, 스텐 스 메쉬를 에탄올로 

세척한 후, 속 메쉬 극의 일함수 를 높이기 해 표

면에 Ti 나노 페이스트를 12μm 두께로 스크린 린 하여, 

450℃에서 30분간 열처리하 다. 그 후, 상온의 암실에서 염

료(N719) 용액에 40∼60시간 동안 흡착시켰다.

그림 1  속 메쉬 극 제조공정

Fig. 1  Metal-mesh electrode manufacturing process.

그림 2는 졸겔법에 의해 스테인 스 메쉬 표면에 TiO2와 

SnO2의 산화물을 각각 코 하는 실험과정을 나타낸다. 졸겔

법을 이용한 TiO2의 제조공정은 먼  Ti-isopropoxide 20ml

와 2-Propanol 100ml를 출발 물질로 하여 약간의 온도를 가

해 주면서 교반시킨다. 그 다음, 매 용액인 Ammonium 

Hydroxide(NH4OH) 용액 (Samchun Pure Chem. Co., Ltd) 

20ml를 한 방울 씩 떨어뜨려 용액을 졸 상태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만들어진 물질에 속 메쉬를 함께 넣고 교반시킨

다. 이 게 완성된 졸을 건조기를 사용하여 50℃에서 10분

간 건조시킨 후, 가열로에서 550℃로 30분간 가열하여 완성

한다. SnO2의 경우, SnCl2와 2-Propanol에 약간의 열을 가해 

교반시킨다. 그 후, H2O와 NH4OH 수용액의 혼합물을 한 방

울씩 떨어뜨리면서 용액을 졸 상태로 만든다. 그리고 속 

메쉬를 넣고 졸 상태가 될 때까지 충분히 교반시킨다. TiO2

와 함께 건조기에서 10분 동안 50℃로 건조한 후, 다시 가열

로를 사용하여 550℃에서 30분간 가열하여 완성한다.

그림 2 TiO2와 SnO2 산화막의 코  공정

Fig. 2 Process of TiO2 and SnO2 Coatings.

 

그림 3은 셀의 제조과정을 나타낸다. TiO2와 SnO2을 각각 

코 한 셀을 상온에서 건조시키고 가열로에서 열 처리를 한 

후, 다시 상온에서 염료를 흡착시킨다. 그리고 멤 인 필

터 에 코 된 속 메쉬를 삽입한 후, 결합시켜 에폭시로 

한다. 된 셀에 해질을 주입하고, 흡입구를 최종 

함으로써 기화학 셀을 완성하 다.

그림 3  속메쉬 극 기화학 셀 제조과정

Fig. 3 Manufacturing process of metal mesh electrode 

photoelectrochemical cell. 

 

3 . 실험 결과   고찰

그림 4는 메쉬 극 제작에 사용된 스테인 스 500 메쉬

와 635 메쉬의 SEM 사진이다. 그림 5는 메쉬 넘버에 따른 

셀 효율의 측정 결과이며, 스테인 스 메쉬 넘버에 따른 

류- 압 특성을 비교할 수 있다. 단락 류(Jsc)의 경우, 500

메쉬일 때 4.3A 으나, 635 메쉬에서 5.7A로서 약 33%정도 

증가하 다. 개방 압(Voc)의 경우, 500 메쉬일 때 0.62V

고, 635 메쉬일 때 0.65V로 증가하여, 635 메쉬를 극으로 

사용한 셀이 양호한 변환 성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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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4  스테인 스 메쉬 극 (a) 500메쉬 (b) 635메쉬

Fig. 4 Stainless steel mesh electrodes with (a) 500 mesh 

(b) 635 mesh.

그림 5  스테인 스 메쉬 넘버에 따른 변환 특성

Fig. 5 Photovoltaic characteristics of the cells with stainless 

steel mesh numbers.

한편, 술한 바와 같이 속 극 셀에서 스테인 스 메

쉬 극만을 사용하면 해질과의 반응에 의해 속표면이 

부식되는 문제 과 속의 높은 도도로 인해 셀 내에서 

발생된  자가 본래의 경로를 이탈하여 인  속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효율 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8]. 이를 보안하는 방안으로써 속 극 표면에 TiO2와 

SnO2를 코  처리하 으며, 각각의 처리 결과를 표 2와 표 

3, 그리고 그림 6에 나타내었다. 먼 , 표 2는 Ti를 스퍼터

링한 후, TiO2를 여러 방법으로 코 하여 제작한 셀의 

변환 특성을 나타낸다. 표 2에서 TiO2를 코 하지 않은 경

우 Jsc가 9.87 mA/cm2 고, TiO2를 스크린 린 한 경우 

11.08 mA/cm2
로 증가하 고, Dip-coating한 경우 11.64 

mA/cm2
의 가장 높은 Jsc를 얻었다. 여기서 Dip-coating이란 

극을 TiO2용액에 함침 시켰다가 꺼내는 방법이며, 용액농

도, 인출 속도  횟수 등을 조 하여 막 두께를 제어한다. 

효율 (η)은 코 을 하지 않은 경우 2.48% 으나, 스크린

린 한 시료에서 2.89%로 나타났고, Dip-coating한 시료에

서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TiO2를 

코 하면 Jsc가 체로 높게 나타나며, 그  Dip-coating법

에 의한 시료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표 2 TiO2 코  방법에 따른 변환 특성

Table 2 hotovolatic characteristics of the cells with various 

TiO2 coating methods.

TiO2 Coating Jsc (mA/cm
2
) Voc (V) ff η (%)

 TiO2-less 9.87 0.60 0.42 2.48

Dip-coating 11.64 0.61 0.42 3.00

Screen printing 11.08 0.62 0.42 2.89

그림 6  TiO2 코 된 스테인 스 메쉬 극의 SEM사진

Fig. 6 SEM images of TiO2-coated stainless steel mesh 

electrodes.

표 3  SnO2 졸겔 반응 시간에 따른 효율 변화

Table 3 Photovoltaic characteristics with SnO2 sol-gel reaction 

times.

Stirring

Time(hrs)
Jsc (mA/cm

2
) Voc (V) ff η (%)

2.5 8.06 0.58 0.42 1.98

5 7.75 0.61 0.46 2.18

12 9.45 0.61 0.42 2.42

24 9.73 0.60 0.42 2.47

표 3은 SnO2 졸겔 반응시간에 따른 효율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SnO2를 코 할 때 SnO2의 졸겔 반응시간을 달리 하

여 Stirring time에 따른 효율변화를 조사하 다. 2.5시간의 

경우, Jsc가 8.06 mA/cm2
, 5시간일 경우, 7.75 mA/cm2

, 시간 

간격을 폭 늘여 12시간으로 하 을 경우, 9.45 mA/cm2
, 

24시간일 경우, 9.17 mA/cm2
로 반응시간이 길어질수록 Jsc

가 체로 감소하 으나, 장시간 반응시킬 경우 Jsc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Jsc가 최고인 조건은 반응시간 24

시간이었다. 한편, Voc는 2.5시간을 제외하고는 략 0.6V에 

근 하 다. 형상인자 (ff)는 2.5시간, 12시간, 24시간 모두 

0.42 으나, Jsc가 최하 던 5시간의 반응 시료에서 0.46으로 

최 로 나타났다. η는 2.5시간에서 1.98%로 가장 낮았고, 5

시간일 때 2.18%, 12시간에서 2.42%, 24시간의 반응결과 

2.47%로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졸겔 반응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변환효율이  개선되었고, TiO2나 SnO2 

층을 코 하여 제작된 셀이 그 지 않은 셀에 비해 높은 효

율특성을 보 다. 이는 속표면의 높은 도성으로 인해 

주 의 해질로부터 역 자 류(Back transfer current)

가 유입되어 변환에 기여하는 자의 수가 그만큼 감소

하면서 셀 효율이 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표면에 

한 두께의 산화 막 층을 형성시킴으로써 역 자 류

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셀 효율을 향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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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속 극 셀

에서는 극 간에 삽입한 멤 인 필터가 작업 극의 후

면에 치하게 되므로 활성 역이 제한되면서 Jsc가 감소할 

수 있는데 이에 한 처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 결  론

기화학 셀에서 속 극을 사용하 을 때 속의 부

식 문제와 속 극의 높은 자 도도로 인한 효율 하

의 문제 을 보완하기 하여 스테인 스 속에 TiO2와 

SnO2 층을 코 하여 각각에 한 변환 특성을 고찰하

다. TiO2의 경우, 코 을 하지 않았을 때의 효율은 2.48%

인데 비해 린  기법으로 코 하 을 경우 2.89%로 효율

이 개선되었으며, Dip-coating한 방식에서 최  효율 3%를 

얻을 수 있었다. SnO2의 경우, 2.5시간에서부터 24시간까지 

졸겔 반응시간을 달리한 결과, 2.5시간일 때 1.98% 고, 12

시간 후 2.47%, 24시간 처리한 경우에는 2.47%로 시간이 오

래 될수록 효율이 향상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속 

극표면에 한 두께의 산화막 층을 형성시킴으로써 역 

자 류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셀 효율

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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