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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c nitrate 용액을 이용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반사 방지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ZnO Anti-reflection Layer of Dye Sensitized Solar Cell
using Zinc Nitrat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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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Je Kim․Kandasamy Prabakar․Jong-Rak Kim)
Abstract - An anti-reflection layer (AR) is used in the solar cell to improve the amount of the irradiated light, resulting
in the improvement of the performance of the solar cell. In this study, the zinc oxide (ZnO) AR is applied to the
dye-sensitized solar cell (DSC) by using zinc nitrate solution. The conditions such as solution concentration and sintering
temperature for fabricating the ZnO AR are changed to optimize the performance of the AR. As a result, the best
performance is shown when the zinc nitrate solution with 100mM concentration is used and the sintering temperature is
600℃. And then, the ZnO AR formed with these optimal conditions is applied to the DSC. Consequently, a DSC with a
ZnO AR had an increased current density up to 13.86㎃/㎠ and an enhanced efficiency of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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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내부 저항과 같은 여러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들
중 빛 조사량은 DSC의 광전변환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태양전지는 무제한

기본 조건으로서 이를 증가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

성과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점점 고갈되고 있는 화석 연료를

어 왔다. 특히 반사 방지막 (anti-reflection layer, AR)은 태

대체할 미래형 에너지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태양

양전지 기판을 통해 산란 및 손실되는 빛을 줄임으로써 태

광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는 고가의

양전지 내의 빛 조사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

제조 단가로 인해 상용화 및 보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을 받고 있다. 이미 Al2O3, Ta2O5, Si3N4, TiO2, ZnS 등 다양

따라서 태양전지의 상용화를 위해 많은 차세대 태양전지가

한 물질들을 이용하여 반사 방지막이 연구되어 오고 있으나

연구되고 있는 가운데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Dye-sensitized

이들 모두 실리콘 태양전지에만 한정되어 적용되어 왔다

solar cell, DSC)는 저비용, 간단한 제작 과정, 투명성, 유연

[6]-[15].

성, 다양한 응용성을 기반으로 실리콘 태양전지의 대체 전지

최근에는 DSC에 반사 방지막을 적용하는 연구도 활발히

의 강력한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 [1]-[4]. 비록 최근 스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접착식 플루오르화 고분자

위스의 Michael Gratzel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에 의해 세계

박막 (ARKTOP, Asahi Glass)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최고 수준인 광전변환 효율 12.3%의 DSC가 개발되었으나

는 고가이기 때문에 DSC의 상용화에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이론적으로 31%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16]-[18]. 그러므로 DSC의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

여전히 DSC의 광전변환 효율 향상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

가의 DSC용 반사 방지막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일반적

로 이루어지고 있다 [5].

으로 zinc oxide (ZnO) 박막은 투과성이 우수하고 저비용으

DSC의 광전변환 효율은 빛 조사량, 광 전극의 형상, 상대
전극의 성능,

염료의 성능, 내부 여러 계면에서의 재결합,

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가의 반
사 방지막의 재료로써 적합한 후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zinc nitrate 용액을 이용하여 Z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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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c nitrate 용액을 이용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반사 방지막에 관한 연구

박막을 형성하고 이를 DSC의 반사 방지막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zinc nitrate 용액의 농도, 소성 온도와 같은
다양한 조건에 따른 ZnO 박막의 구조와 광 특성을 비교함
으로써 ZnO 반사 방지막 형성의 최적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최적 조건을 통해 형성된 ZnO 박막
은 투과도를 증가시켜 DSC의 광전변환 효율을 약 20%정도
상승시킴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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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2.1 ZnO 반사 방지막 형성

Zinc nitrate [Zn(NO3)2·H2O, Sigma Aldrich]를 증류수
100㎖에 넣어 60℃ 조건에서 1시간동안 섞어서 zinc nitrate
용액을 제조한다. ZnO 반사 방지막 형성을 위해 제조된
zinc nitrate 용액 3㎖를 Spin-coating법 (8000rpm, 100s)을
이용해 아세톤, 에탄올, 증류수순으로 초음파 세척된
Fluorine-doped tin oxide (FTO, 13Ω/㎠, Hartford Glass
Co. Inc.) 기판의 비전도성 면에 코팅한다. 마지막으로 완벽
한 결정 형성을 위해 zinc nitrate 용액으로 코팅된 FTO 기
판을 소성을 한다. 여기서 zinc nitrate 용액 농도에 따른
ZnO 박막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 1mM, 10mM,
50mM, 100mM, 200mM, 400mM으로 농도를 달리하여 용액
을 제조한 후 FTO의 비전도성 면에 spin coating
(8000rpm, 100s)한 뒤 500℃에서 30분간 소성해서 그 특성
을 비교하였고 소성 온도에 따른 ZnO 박막의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zinc nitrate 100mM으로 용액을 제조하여 FTO의
비전도성 면에 spin coating (8000rpm, 100s)한 뒤 각각 10
0℃, 200℃, 300℃, 400℃, 500℃, 600℃, 700℃에서 30분간
소성해서 그 특성을 비교하였다.
2.2 DSC 제작 및 특성 분석

먼저 DSC의 광 전극을 제작하기 위해 ZnO 박막이 형성
된 FTO 기판의 전도성 면에 TiO2 페이스트 (Ti-Nanoxide
HT/SP, Solaronix)를 doctor blade법으로 고르게 도포한 뒤
450℃에서 30분간 소성한다. 이렇게 0.25㎠의 유효면적으로
TiO2가 증착된 FTO 기판을 0.5mM의 N719 용액(cis - bis
(isothiocyanato) bis (2, 2'-bipyridyl -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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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성 후 전계 방출 주사 전자 현미경 (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S-4200, Hitachi)
을 이용하여 ZnO 박막의 구조적 형상을 관찰하였고 소성
후 ZnO 박막의 결정도와 구성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X선 회
절 분석법 (x-ray diffraction, XRD, X’pert PRO MRD,
Phillips)을 이용하였다. 또한 UV-vis 분광기 (UV-vis
spectrophotometer, 3220UV, Mecasys Inc.)를 이용해 조건
변화에 따른 ZnO 박막의 투과도를 측정하였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Zinc nitrate 용액에 포함된 Zn 원자들은 고온에서의 소성
을 통해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산화되어 ZnO 입자로
변하게 된다. 그림 1은 1mM zinc nitrate 용액을 500℃에서
소성하여 형성된 ZnO 박막의 XRD 패턴이다. XRD 결과를
◦

통해서 측정 물질의 결정성에 대해 알 수가 있는데 2θ=31.7 ,
◦
◦
34.36 , 36.2 에서 각각 (100), (002), (101)의 피크를 보이는
전체적인 패턴이 표준 ZnO 패턴과 흡사한 모습이다. 특히
그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002) 피크는 표준 hexagonal
ZnO data (JCPDS No.36-1451)에 해당하는 것으로 wurtzite
구조에서 나타난다 [19]. wurtzite 구조는 입방 황화아연 구
조라고도 하는데 ZnO 나노 입자가 가지는 대표적인 구조이
다. 즉, 전체적으로 (002) 피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이
XRD 그래프는 ZnO 박막이 성공적으로 형성되었음을 보여
준다.

dicarboxylato) - ruthenium(Ⅱ) bis - tetrabutylammonium,
RuC58H86N8O8S2)에 상온에서 24시간동안 침지시켜 염료를
흡착시킨다. 이 후 99.9% 에틸알코올 (C2H5OH)에 10분간
침지시켜 염료를 단분자층으로 만들어줌으로써 광 전극이
완성된다. 상대 전극은 FTO 기판에 Sand blaster
(Ultra-Fine Sandblaster Type FG 1-93 Restauro,
SANDMASTER)를 이용하여 미세 구멍을 뚫은 후 아세톤,
에탄올, 증류수순으로 초음파 세척하고 DC sputtering법으
로 촉매 역할을 하는 Platinum (Pt)층을 증착시켜서 완성했
다. 이 때 DC sputtering은 2.8m Torr의 아르곤 (Ar) 분위
기하에 150W의 조건으로 90초간 이루어 졌다.
완성된 광 전극과 상대 전극은 Sealant (SX 1170-60,
Solaronix)를 이용해 100℃에서 5초간 압착하여 접합된다.
앞서 만든 구멍을 통하여 전해질 (0.5M LiI, 0.05M I2, 0.5M
4-tertbutylpyridine in acetonitrile)을 주입하고 휘발성인 전
해질의 누출을 막기 위해 Cover glass로 구멍을 실링하여
DSC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DSC의 성능은 디지털 소스 미
터 (Keithley Instruments Inc, Model 2400)를 이용하여 1
sun (100㎽/㎠, AM 1.5) 조건에서 측정했다. 측정된 DSC의
성능은 개방전압 (open-circuit voltage, Voc), 단락전류
(short-circuit current, Isc), 충진률 (fill factor, FF)로 표현
되며 광전변환 효율은 식⑴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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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ZnO 박막의 XRD 패턴
Fig. 1 XRD pattern of ZnO thin film

그림 2는 1mM zinc nitrate 용액을 500℃에서 소성하여
형성된 ZnO 박막의 FE-SEM 이미지이다. XRD 패턴을 통
해서도 짐작할 수 있었듯이 ZnO 입자가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다. 입자 크기는 약 35㎚ 정도이며 측면에서 보
이는 두께는 약 0.6㎛이다. 이렇게 형성된 ZnO 입자들은 반
사 방지막 효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빛이 조
사되어 광자들이 ZnO 입자와 충돌하게 되면 산란을 일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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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산란된 광자들은 기판을 지나 셀 내부로 들어가게
된다. 즉, ZnO 입자들은 들어오는 광자들을 산란시켜 더욱
많은 양의 빛이 기판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

따라 ZnO 입자의 크기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는 소성 온도에 따른 ZnO 박막의 FE-SEM
이미지이다. 사진과 같이 소성 온도가 증가할수록 ZnO 입자

광 전극에 위치한 염료들에 의해 더욱 많은 양의 빛이 흡수
되게 되고 그로 인해 더욱 많은 광전자들이 생산될 수 있는
것이다.

크기 ((a) 75㎚, (b) 60㎚, (c) 45㎚, (d) 35㎚, (e) 30㎚)가 줄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입자의 크기가 줄어들수록
ZnO 박막은 더욱 다공성 구조를 보이게 되고 표면의 거칠
기 또한 증가하게 되며 그 결과 더욱 많은 양의 빛을 산란
시켜 투과도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2 ZnO 박막의 FE-SEM 이미지 : (a) 표면 (b) 측면
Fig. 2 FE-SEM image of ZnO thin film : (a) surface (b)
cross-section

그림 3은 각각 (a)zinc nitrate 용액 농도와 (b)소성 온도
변화에 따른 ZnO 박막의 투과도이다. 먼저 (a) 그래프를 보
면 알 수 있듯이 100mM까지는 zinc nitrate 용액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ZnO 박막의 투과도가 증가한다. 이것은 농도가
증가할수록 ZnO 입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증가한 입자에
의해 산란되어 기판을 통과하는 빛의 양도 늘어나기 때문이
다. 하지만 100mM 이상의 농도에서는 투과도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 이것은 ZnO 박막의 두께가 매우 두꺼워졌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투과율은 매질에 입사된 빛이
투과된 비율로서 입사광의 강도를 I0, 투과광의 강도를 I라
하면 I/I0로 정의되며 Lambert-Beer 법칙에 의하면 투과율
은 매질의 흡수계수와 두께에 지수적으로 반비례 한다 [20].
Zinc nitrate 용액 농도가 100mM을 초과하게 되면 ZnO 입
자가 서로 뭉치기 시작하고 그 결과 두께가 증가하게 되며
투과도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ZnO 반사 방지막을
형성하기 위한 최적 zinc nitrate 용액 농도는 100mM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 소성 온도에 따른 ZnO 박막의 FE-SEM 이미지 : (a)
200℃ (b) 300℃ (c) 400℃ (d) 500℃ (e) 600℃
Fig. 4 FE-SEM images of ZnO thin film according to
sintering temperature : (a) 200℃ (b) 300℃ (c) 400℃
(d) 500℃ (e) 600℃

하지만 소성 온도가 700℃일 때 ZnO 박막이 증착된
FTO 기판은 반사 방지막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FTO 유리는 탄산나트륨을 원료로 사용
한 소다 석회 유리로써 전이 온도가 600℃ ~ 650℃이다. 따
라서 전이 온도 이상인 700℃가 가해지게 되면 FTO 결정이
손상을 입게 되고 전도성과 투명성을 잃게 된다. 그림 5는
각각 zinc nitrate 용액을 spin coating (8000rpm, 100s)한 후
700℃ (왼쪽)와 600℃ (오른쪽)에서 소성된 FTO 기판의 실
제 사진이다. 700℃에서의 경우 전이 온도를 초과한 상태에
서의 소성으로 인해 FTO가 손상되어 하얀색으로 변함을 알
수 있고 반면 600℃의 경우 소성 후에도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형성된 ZnO 박막의 특성과 소성
후 FTO의 성능으로부터 판단할 때, ZnO 박막을 형성하기
위한 최적 소성 온도는 600℃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 조건에 따른 ZnO 반사 방지막의 투과도 : (a) zinc
nitrate 용액 농도 (b) 소성 온도
Fig. 3 Transmittance of ZnO anti-reflection layer according
to conditions : (a) concentration of zinc nitrate
solution (b) sintering temperature

할수록 투과도가 증가했다. 이것은 소성 온도가 증가함에

그림 5 전이 온도와 비전이 온도에서의 소성 후 FTO 유리
: 700℃ (왼쪽), 600℃ (오른쪽)
Fig. 5 FTO glasses after sintering at over and below
transition point : 700℃ (left), 600℃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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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b) 그래프를 보면 600℃까지 소성 온도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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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O 박막의 형성 후 구조적 및 광학적 특성을 연구한 결
과 ZnO 반사 방지막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 zinc
nitrate 용액 농도는 100mM이고 최적 소성 온도는 600℃임
을 확인하였다. 표 1과 그림 6은 ZnO 반사 방지막을 적용한
DSC와 적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DSC의 특성과 이를 나타내
는 I-V 곡선이다. 표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반사 방지막
을 적용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Voc와 FF는 거의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 Voc는 광 전극의 TiO2 페르미 준위와 전
해질의 산화/환원 준위의 차이로 정해지고 FF는 FTO 면,

표

1 반사 방지막 유무에 따른 ZnO DSC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ZnO DSC acoording to existence
of anti-reflection

Voc
(V)

Jsc
(㎃/㎠)

FF

Efficiency
(%)

반사 방지막 유

0.78

11.65

0.59

5.36

반사 방지막 무

0.76

13.86

0.60

6.32

3. 결 론

상대 전극, 광 전극 내 전하 이동 저항, 전해질 내 이온종의
확산저항과 같은 DSC 내부 저항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두
셀로부터 측정된 Voc와 FF값이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

본 연구에서는 FTO 기판에 zinc nitrate 용액 농도와 소

은 반사방지막을 제외한 광 전극 및 상대 전극의 제작 조건
이 같게 적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전류밀도 (current
density, Jsc)는 반사 방지막을 적용한 뒤 11.65㎃/㎠에서

성 온도에 따라 달리 형성된 ZnO 반사 방지막의 투과도와
형상을 UV-vis 분광기와 FE-SE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반사 방지막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최적 zinc nitrate 용

13.86㎃/㎠로 증가했으며 그 결과 광전변환 효율이 5.36%에
서 6.32%로 향상되었다. Jsc는 광 전극에 도달하는 광자량과
외부 양자효율 (incident photon to current efficiency,

액 농도와 소성 온도는 100mM와 600℃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DSC에 활용하여 출력 특성을 측정, 분석한 결과, DSC
에 형성된 ZnO 반사 방지막으로 인해 광 전극으로 들어오

IPCE)의 곱을 파장별로 모두 더해줌으로써 구할 수 있으며
식⑵와 같다 [21].

는 광자량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Jsc가 11.65㎃/㎠에서
13.86㎃/㎠로 증가하여 광전변환 효율이 5.36%에서 6.32%로
향상되었다. 이를 통해 zinc nitrate 용액으로 형성된 ZnO

 

    

(2)

여기서 q는 기본 전하량, F(λ)는 전지에 도달하는 광자
속, r(λ)는 흡수나 반사에 의한 광자 손실, IPCE(λ)는 입사
광자에서 전류로의 변환 효율이라고 정의된다. 두 셀 모두
1 sun 조건에서 광전변환 효율이 측정되었으므로 F(λ)는 같
으나 반사 방지막의 영향으로 인해 r(λ)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며 IPCE(λ) 또한 반사 방지막으로 인한 광 전극으로 들어
오는 광자량의 증가로 인해 향상되었다. 결과적으로 DSC의
표면에 반사 방지막을 형성한 후 DSC 내 입사 광자량의 증
가로 Jsc가 증가했으며 그로 인해 광전변환 효율을 5.36%에
서 6.32% 약 20%정도 상승시킬 수 있었다.

박막이 DSC의 반사 방지막으로써 사용하기 적합함을 확인
하였으며 향후 최적의 ZnO 반사 방지막 형성 조건을 DSC
에 적용함으로써 DSC의 고효율화는 물론 저가화에도 기틀
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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