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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2O5-TiO2 화합물을 이용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성능 향상

The Enhancement of the Performance of Dye Sensitized Solar Cells Using 
Nb2O5-TiO2 Compound

최 석 원*․서  웅**․손 민 규***․김 수 경§․홍 나 §․김 희 제§§․김 종 락† 

(Seok-Won Choi․Hyunwoong Seo․Min-Kyu Son․Soo-Kyoung Kim․Na-Yeong Hong․

Hee-Je Kim, Jong-Rak Kim)

Abstract  -  Niobium oxide (Nb2O5) has a strong chemical coherence and good electrical conductivity. Therefore, this 

material is helpful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the dye sensitized solar cells (DSC) by improving the electron mobility. 

In this study, Nb2O5 was mixed with TiO2 and this compound was applied to the DSC to improve its performance. As a 

result, the current density of the DSC using the Nb2O5-TiO2 compound on the photoelectrode was increased, because the 

internal resistance concerned to the electron transfer in the photoelectrode of DSC was decreased. However, large amount 

of the Nb2O5 induces the decrease of the efficiency of the DSC because the surface area to attach dye molecules is 

decreased due to the large particle of Nb2O5.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optimize the mixture ratio of the Nb2O5-TiO2 

compound for maximizing the performance of the DSC. Finally, the most optimum performance of the DSC was shown 

in case of the Nb2O5 concentration of 10 wt% of the Nb2O5-TiO2 com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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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는 재 인구 증가, 에 지 소비 증가, 환경 문제와 

자원 고갈 등으로 인한 체 에 지 개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신재생 에 지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그  가장 유망한 신재생 에 지는 이산화탄소 방출을 

이고 친환경 이며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태양 에 지이

다. 흔히 사용되는 실리콘 태양 지는 높은 변환효율을 보

여주지만 고가의 제조비용, 복잡한 생산 공정 그리고 원료의 

부족 등의 문제 을 보여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1년 스 스 EPFL의 마이클 그라첼 그룹에 의해 개발

된 염료감응형 태양 지(Dye-sensitized Solar Cell, DSC)는 

실리콘 태양 지의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안으

로 각 을 받고 있다 [1]. DSC는 염료가 흡착된 나노 다공

성의 TiO2와 투명 도성기  (Transparent Conductive 

Oxide, TCO)로 이루어진 극과 TCO에 Pt 박막이 증착

된 상 극 사이의 공간을 해질 용액이 채워져 있는 구

조로 되어있다 [2]. 낮은 제조 단가 [3], 간단한 공정 과정 

[4], 높은 이론  효율 [5] 그리고 다양한 응용 [6]-[8]과 같

은 이 에도 불구하고 DSC는 재 체 인 변환효율

이 낮고 안정성이 좋지 않아 상업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DSC의 단 을 극복하기 해서  세

계 으로 여 히 blocking layer [9]와 compact layer [10]를 

이용한 재결합 방지, 기 도성의 개선 [11] 그리고 산란

층을 이용한 빛 흡수 증가 [12] 등과 같은 DSC의 성능을 

올리기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좋은 기 도성 

 자 이동성을 가진 Nb2O5 [13]를 극에 사용하여 

DSC의 효율을 향상시키고자하 다. 한 비율의 TiO2 분

말, Nb2O5 분말 그리고 Triton-X가 혼합된 속 산화물 페

이스트를 이용하여 DSC를 제작하고 그 특성을 비교하고 

Nb2O5가 DSC에 주는 향을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TiO2

분말과 Nb2O5 분말의 양을 조 하여 최 의 혼합 비율을 도

출함으로써 DSC 변환효율이 5.32%에서 6.17% 향상됨

을 확인하 다.

2. 본  론

2.1 실험 방법

2.1.1 TiO2와 Nb2O5의 화합물 제조

일반 인 TiO2 페이스트를 제조하기 하여 TiO2 분말 P25 

(Degussa, Australia) 1 g과 Acetic Acid (Sigma-Aldrich) 0.5 

ml를 Ball-milling machine (PM100, Retsch)에 10분 동안 

300 rpm의 속도로 혼합하 다. 그 후, 증류수 0.35 ml를 첨

가하고 5분 동안, 0.5 ml 에탄올을 첨가하여 20분 동안, 그

리고 에탄올 0.5 ml를 추가로 첨가하여 10분 동안 순차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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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ball-mill 처리를 하 다. TiO2 페이스트의 화학  결합과 

도를 개선하기 해 Triton X-100 (BIO BASIC Inc.) 1 

ml를 첨가하여 핫 이트 (PC-420D, Corning) 100 ℃, 650 

rpm에서 40분 동안 섞음으로써 TiO2 페이스트 제작을 완료

하 다. TiO2-Nb2O5 혼합물 페이스트를 제작하기 해서는 

TiO2 분말 P25,  Nb2O5 (Sigma Aldrich) 분말을 섞어 TiO2 

페이스트 제작과 동일한 과정으로 혼합하여 다. 이때 

TiO2-Nb2O5의 최 혼합비를 찾기 해 Nb2O5의 혼합비는 

10 wt%, 30 wt%, 60 wt% 그리고  100 wt%로 변화시켰다. 

2.1.2 극의 제조 

극 제작을 해서 Fluorine doped SnO2 glass 

(FTO:13Ώ/cm2, Hartford Glass Co. Inc)가 투명 극으로 사

용되었다. 먼  FTO 기 을 아세톤, 에탄올, 증류수 순으로 

10분씩 음  세척하고 TiO2-Nb2O5 화합물 페이스트를 

doctor-blade 방법으로 유효 면  0.25 cm2로 도포하 다. 이

후 450 ℃ 조건에서 한 시간 동안 소성하여 두께 약 10μm의 

나노다공성 TiO2 구조를 형성하 다. 이 게 제작된 극은 

0.3 mM N719 염료 용액(Ruthenium 535 bis-TBA (cis-bis 

(isothiocyanato) bis (2,2'-bipyridyl-4,4'-dicarboxylato) – 

ruthenium (Ⅱ) bis – tetrabuty-lammonium)에 24시간동안 

실온에서 침지시켜 염료분자를 흡착시켜 다. 마지막으로 

에탄올에 침지시켜 흡착되지 않은 염료분자를 제거함으로써 

극이 완성된다. 한 TiO2-Nb2O5 극 박막에 흡착된 

염료의 양을 확인하기 해 염료가 흡착된 극을 10 

mM NaOH 수용액에 담가 염료 탈착 실험을 하고, 탈착된 

염료의 양을 UV-Vis spectrophotometer (3220uv, Mecasys 

Inc.)로 측정하 다. 

2.1.3 상 극 제조  DSC의 제작

해질 주입을 해 sand blaster machine (Ultra-Fine 

Sandblaster Type FG 1-93 Restauro, SANDMASTER)로 

FTO 기 에 두 개의 구멍을 뚫고 아세톤, 에탄올, 증류수 

순으로 10분씩 음  세척하여 상 극 기 을 비한다. 

그리고 2.8 mTorr, 100 ℃, 150 W, 아르곤 가스 조건에서 

90  동안 DC sputtering 방법으로 백  매를 도포한다. 

와 같이 비된 극과 상 극을 60μm 두께의 

hot-melt sealing sheet (SX 1170-60, Solarnix)를 사용해 

샌드 치 형태로 붙인다. 마지막으로 두 극사이 공간에 

상 극의 미리 뚫어 놓은 두 구멍을 통해 해질 (0.5M 

LiI, 0.05M I2, 0.5M 4-tertbutylpyridine in acetonitrile)을 주

입하고 구멍을 막음으로써 DSC를 완성한다.

2.1.4 특성 평가

TiO2-Nb2O5 화합물의 입자 크기와 형태를 분석하기 해 

계방사 주사 자 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S-4200, Hitachi)을 이용하여 

TiO2-Nb2O5 화합물 박막을 측정하 다. 제작된 DSC는 

digital source meter (Model 2400, Keithley Instruments 

Inc.)를 이용해 air mass (AM) 1.5 (100mW/cm2) 조건에서

그림 1 혼합비에 따른 TiO2-Nb2O5 화합물 박막의 표면: (a) 

일반 인 TiO2 박막 (b) 10 wt% TiO2-Nb2O5 박막 (C) 

100 wt% TiO2-Nb2O5 박막

Fig. 1 Surfaces of TiO2-Nb2O5 Compound according to the 

mix ratio : (a) conventional TiO2 (b) 10 wt% 

TiO2-Nb2O5 (C) 100 wt% TiO2-Nb2O5 

측정하 다. 측정된 DSC의 성능은 개방 압 (VOC), 단락

류 (JSC), 충진율 (FF)로 나타나고 변환효율은 식 (1)과 (2)

와 같이 계산된다. PMAX는 최  력, Pє는 입사된 빛 에

지이다.

 ∙


                (1)



∙ ∙
            (2)



Trans. KIEE. Vol. 61, No. 8, AUG, 2012

Nb2O5-TiO2 화합물을 이용한 염료감응형 태양 지의 성능 향상               1155

한 DSC의 내부 항 요소의 변화를 분석하기 해 

기화학  임피던스 분 법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SP-150, Biologic SAS)으로 100mHz- 

500kHz의 주 수 범 에서 측정하 다. 측정된 임피던스는 

나이퀴스트 선도를 통하여 분석하 다.

2.2 결과  토의

그림 1은 소성된 TiO2와 TiO2-Nb2O5 화합물 박막의 

FE-SEM 이미지이다. 그림 1(a)는 일반 인 TiO2 박막의 

표면 형태를, 그림 1(b)와 (c)는 각각 10 wt%와 100 wt%의 

TiO2-Nb2O5 화합물 박막의 표면 형태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듯이 TiO2 입자의 크기는 약 25 nm, Nb2O5 입자의 크기

는 500 nm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Nb2O5의 wt%가 

증가함에 따라 Nb2O5 입자분포가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혼합비에 따른 TiO2-Nb2O5 극 DSC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TiO2-Nb2O5 DSC according to the 

mix ratio

TiO2-

Nb2O5

(wt%)

VOC

(V)

JSC

(mA/cm
2
)

FF
Efficiency

(%)

0 0.687 10.805 0.717 5.322

10 0.676 12.922 0.708 6.185

30 0.674 12.172 0.715 5.866

60 0.660 11.580 0.697 5.327

100 0.654 10.260 0.724 4.858

 

표 1은 Nb2O5 혼합비에 따른 TiO2-Nb2O5 DSC의 특성을 

나타낸다. 표에서 보듯이 혼합비 30 wt%까지는 일반 인 

TiO2가 극으로 사용된 DSC보다 TiO2-Nb2O5 화합물이 

극으로 사용된 DSC가 JSC가 증가하여 효율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Nb2O5의 우수한 자 도성에 의한 것

으로 추측되며 이는 TiO2와 Nb2O5의 기  특성을 비교함

으로써 증명이 된다.

일반 으로 TiO2와 Nb2O5의 기  특성은 TiO2와 

Nb2O5 극의 currentpotential curve에 의해 분석된다 

[14]. 반도체의 경우에 항률은 식 (3)으로 계산된다. 이 때 

ρ는 항률, V는 압 그리고 I는 류이다.

                                                      

∆∆

ln




               (3)

 

이때 σ은 ρ의 역수이므로 항률과 도 율의 계는 식 

(4)와 같다. 

 


                  (4)

 

 그러므로 도 율은 식 (5)와 같이 압에 한 류의 

비에 비례한다. 

                                                      

∝


                  (5)

그림 2 TiO2 극과 TiO2-Nb2O5 극의 Current-Potential 

Curve

Fig. 2 Current-Potential Curve of TiO2 photoelectrode and 

TiO2-Nb2O5 photoelectrode

그림 2는 TiO2 극과 Nb2O5 극의 Current- 

Potential curve를 보여 다. 이 그래 에서 곡선의 기울기는 

류를 압으로 나  값과 같으므로 식 (5)를 기 으로 본

다면 기울기가 가 를수록 해당 반도체 물질의 도 율이 좋

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TiO2 극보다 

Nb2O5 극의 기울기가 더 가 름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Nb2O5의 도 율은 TiO2보다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30 wt% 혼합비까지는 일반 인 DSC

보다 효율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 EIS 분석을 통한 DSC의 내부임피던스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다른 혼합비의 TiO2-Nb2O5 화

합물 극을 가진 DSC의 EIS 나이퀴스트 선도를 보여

다. 여기서 임피던스 Z1은 고주  (500kHz-100Hz), Z2는 

간 주 (100Hz-100mHz) 그리고 TCO 면 항 성분인 

Rh은 10MHz 이상의 범 에서 나타난다. Z1은 Pt 상 극

의 환원 반응과 련된 임피던스이고 Z2는 TiO2/dye/ 

electrolyte 역에서 자의 이동과 련된 임피던스이다 

[15]. DSC는 직류 조건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정  용량 요

소는 무시할 수 있으므로 셀의 체 항 요소는 Rh, Z1과 

Z2 각각의 실수부인 R1과 R2가 된다. 그림에서 보듯이, Rh와 

R1의 값은 모든 샘 이 거의 같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같은 조건의 FTO와 상 극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R2의 경우, TiO2-Nb2O5 화합물을 극으로 사용한 DSC

가 TiO2만 극으로 사용한 DSC보다 작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우수한 도 성을 지닌 Nb2O5를 첨가함으로써 

TiO2 내 자이동이 향상되어 TiO2/dye/electrolyte 역에

서의 항 성분이 감소하 기 때문이다. 결과 으로, 10 

wt% 와 30 wt% 혼합비의 경우 Nb2O5를 첨가함으로써 

극 내의 자이동과 도율이 향상되기 때문에 류 도

와 효율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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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혼합비에 따른 TiO2-Nb2O5 화합물 극을 가진 

DSC의 EIS 나이퀴스트 선도

Fig. 3 EIS Nyquist diagrams of TiO2-Nb2O5 compound 

DSCs according to the mix ratio

그림 4 혼합비에 따른 TiO2-Nb2O5 화합물 극의 UV-Vis 

Absorption Spectra

Fig. 4 UV-Vis Absorption Spectra of TiO2-Nb2O5 compound 

photoelectrodes according to the mix ratio

그러나 Nb2O5 혼합비 60 wt%와 100 wt%의 경우 Nb2O5

의 양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JSC와 효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상 으로 입자크기가 큰 

Nb2O5로 인해 염료가 흡착될 수 있는 표면 이 어들기 때

문인 것으로 단된다. 그림 4는 Nb2O5 혼합비 변화에 따른 

극에 흡착된 염료 분자의 UV-Vis absorption spectra를 

보여 다. 그림에서 보듯이 Nb2O5 혼합비가 증가하면 흡

수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Nb2O5 혼합비가 커

짐에 따라 큰 Nb2O5 입자가 많아져 표면 이 감소하 기 때

문에 흡착된 염료 분자의 양이 상 으로 어졌기 때문이

다. 한 표면 이 감소하고 입자간 기공(Pore)의 크기가 커

짐에 따라 해질과의 이 증가하게 되어 재결합이 증가

하는 문제 이 발생한다. 따라서 Nb2O5가 많이 첨가되게 되

면 Nb2O5의 첨가로 자이동도가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체

인 염료양이 어들어 생성되는 자가 고 재결합 역시 

강화되기 때문에 효율  JSC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림 5 혼합비에 따른 TiO2-Nb2O5 DSC의 I-V 곡선

Fig. 5 I-V curves of TiO2-Nb2O5 compound DSCs according 

to the mix ratio

그림 5는 다른 혼합비의 TiO2-Nb2O5 화합물 극을 가

진 DSC의 I-V 곡선을 보여 다. 10 wt%의 TiO2-Nb2O5  

화합물을 극으로 가지는 DSC의 경우, TiO2 극을 

가진 DSC에 비해 JSC는 10.81 mA/cm
2
에서 12.92 mA/cm

2

로 20% 증가하 고 변환효율은 5.32%에서 6.18%로 

16% 향상됨으로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증명한 것과 같이 도성이 좋은 Nb2O5

가 첨가됨에 따라서 자 이동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

편, Nb2O5가 증가함에 따라 VOC가 다소 감소하는 상은 이

는 입자 크기가 큰 Nb2O5 우더 양이 많아져 표면 이 

어들고 입자 사이간의 기공이 커져 해질과의 이 많아

져 재결합이 다소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결

합보다는 Nb2O5 입자로 인한 자 이동도 강화가 우세하기 

때문에 일정량의 Nb2O5이 첨가되면 Jsc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10 wt% 혼합비가 Nb2O5으로 인한 자 이동도 상

승 효과를 크게 하여 DSC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수 있는 

TiO2-Nb2O5 화합물의 최  혼합 비율이라는 것이 확인되었

다.

3. 결  론

Nb2O5는 화학  집진성이 강하고 기 도성이 좋기 때

문에 이를 DSC의 극에 첨가할 경우 자 이동이 개선

됨으로써 변환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양의 Nb2O5이 TiO2와 섞이게 되면 Nb2O5의 큰 입자들 로 

인해 극의 표면 이 어들고 흡착된 염료 분자의 양이 

어지게 되며 커진 기공으로 인해 해질과의 이 많아

져 재결합이 다소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일정량의 Nb2O5 

혼합은 은 염료 분자량으로 인한 JSC 감소와 해질과의 

으로 인한 재결합의 증가보다 자 도성을 더욱더 강

화 시켜  변환 효율을 증가시킬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Nb2O5의 도성을 극 화하여 DSC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TiO2-Nb2O5의 최 의 혼합 비율을 알아내는 것이 

요하다. 결과 으로, TiO2-Nb2O5 화합물에서 10  wt%의 

Nb2O5가 최 의 혼합 비율이라는 것을 도출하 으며, 이때 

VOC, JSC, FF 그리고 효율은 각각 0.68 V, 12.92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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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그리고 6.18 %으로 일반 DSC보다 약 16% 정도 효율

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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