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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ere, we have studied the effect of water added electrolyte on the photovoltaic performance of 
dye-sensitized solar cells (DSSCs). It was found that open-circuit voltage (Voc) increased and short-circuit current 
density (jsc)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the amount of added water in the electrolyte of the DSSCs.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study showed that the electrolyte with added water shifted the dye loaded TiO2

conduction band upward that eventually increased Voc of the cells. On the other hand, the upward shift of TiO2

conduction band decreased the driving force for the electron injection from the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
(LUMO) of the dye molecules to the conduction band of TiO2 that resulted in decreased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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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너지 자원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현 상황에

서, 미래 대체에너지 개발의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원으로 

많이 소모되고 있는 화석 연료는 사용 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와, 멀지 않은 장

래에 고갈되는 에너지원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한 미래의 대체 에너지를 위한 연구는 불가

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
1).

많은 대체 에너지들 중에서도 태양전지는 친환경

적이고 무한한 태양에너지를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화석연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적합

한 에너지원으로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2). 태양전지

는 1839년 Edmond Becquerel이 광기전 효과를 발견

한 이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1세대 태양전지인 

실리콘 태양전지는 현재 25% 수준의 높은 에너지 효

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고가의 원재료와 특수 공정으

로 인한 대량화의 어려움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견해

가 나오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차세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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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orking principle of DSSCs

양전지가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Dye-sensitized solar cell, DSSCs)는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저렴한 원재료, 제조 공정이 

간편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하며, 또한 염

료 특유의 색상으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5).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는 유기 태양전지의 하나로 

1991년에 Michael Gratzel에 의해 개발되었다
6). 일반

적으로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는 투명 전도성 유리 

위에 염료가 흡착된 나노 구조의 금속 산화물로 이

루어진 광전극(photoelectrode)과 I-/I3
- redox couple이 

포함된 전해질 용액(electrolyte)과 Pt가 코팅된 전도

성 유리로 된 상대 전극(counter electrode)으로 구성

된다.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의 작동 원리는 광전극의 

염료가 빛을 흡수하여 들뜬 상태로 여기가 되며, 여

기 상태가 된 염료에서의 전자가 금속 산화물의 전

도대(conduction band)로 이동하여 다공성 금속 산화

물의 구조에서 외부 회로를 통해 상대 전극에 도달

하게 된다. 금속 산화물로 전자를 전달하여 전자를 

잃은 염료는 전해질 내의 I-
로 인해 기저 상태(ground 

state)로 빠르게 환원되며 또한 염료에 전자를 전달하

여 산화된 I-
는 전해질 내에서 I3

- 상태로 존재하다가 

외부 회로를 통해 상대전극에 도달하는 전자와 재결

합하여 다시 환원한다. 이러한 과정이 Fig. 1처럼 무

한히 순환하며 발생하여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7).

하지만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의 단점은 기존 태양

전지에 비해 낮은 효율과 액상형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액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제작 과정 중에 

완벽하지 않은 밀봉 접합에서 물이 침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 중에서 물이 셀 내부에 침투하였을 

때 셀의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고

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미 여러 그룹에서 물이 포

함된 전해질로 제작한 셀의 특성을 발표하였다
8-13). 

하지만 제조 공정 과정 중이나 밀봉 접합 내에서 물

이 침투되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에 비해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 분야에서 물의 대한 

연구는 20년간 아주 적은 양의 연구 결과만 발표되

어 있는 상태이다
14).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I-/I3
- 산화환원 쌍의 전해

질 용액에 각기 다른 농도의 물을 첨가하여 제작한 

셀의 Current density-Voltage ( j-V ) 커브를 측정하여 

광전기적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두 조건의 셀의 특성

을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데

이터 분석을 통해 전기화학적으로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광 전극에 사용되는 투명 전도성 기판은 FTO glass 

(F-doped Tin Oxide, 8Ω/□, 2.2mm, pilkington)를 사

용하였다. 가장 먼저 FTO glass의 유기물을 제거하

기 위하여 Triton X-100 (Samjun chemical), DI water, 

Ethanol을 이용하여 각각 20분씩 초음파 세척하였다. 

세척 후 질소 가스를 이용해 건조하였다. 세척이 끝난 

FTO glass 위에 screen-printer (AMX-1240M, Automax)

를 이용하여 TiO2 paste를 코팅하였다. 광 전극의 코

팅 면적은 0.25cm2
이고 TiO2 paste는 E&B Korea에서 

TTP-20N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TiO2 광전극

이 코팅된 FTO glass는 Ethanol 분위기의 박스에서 

약 5분간 유지하며 광 전극 표면을 고르게 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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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10°C에서 가열된 Hot-plate에서 약 3분간 건조하

였다. 건조된 TiO2가 코팅된 FTO glass는 325와 375°C

에서 에서 5분 그리고 450°C와 500°C에서 15분의 

조건하에서 순차적으로 열처리 하였다.

열처리가 끝난 후 TiO2 전극 층이 코팅된 FTO 

glass는 N719 (Ruthenizer 535-bisTBA, Solaronix) 염

료 용액에 넣었다. 전극 막 위에 염료가 충분히 흡착

되도록 약 18시간동안 상온에서 유지하였다. 염료 용

액은 Acetonitrile (Alfa aesar), tert-butyl alcohol (Alfa 

aesar)을 1:1 비율(v/v)로 혼합한 용매에 N-719 염료

를 혼합하여 0.5mM 농도로 제조되었다. 18시간 후 

염료가 흡착된 광 전극은 Ethanol로 씻어낸 후 질소 

가스로 건조하였다.

상대 전극을 만들기 위해 광전극을 만들 때 사용

되었던 동일한 FTO glass를 사용하였다. FTO glass

에 드릴을 이용하여 두 개의 구멍을 뚫었으며, 구멍

을 뚫은 유리를 광전극 세척방법과 동일하게 Triton 

X-100, DI water, Ethanol을 이용하여 각각 20분씩 

초음파 세척하고 질소 가스로 건조하였다. 건조 후 FTO 

glass 위에 spin-coater (ACE-200, DONG AH Trade 

CORP. Kr)를 이용하여 Chloroplatinic acid hexahydrate 

(H2PtCl6·6H2O) 용액을 코팅하였다. Chloroplatinic acid 

hexahydrate 용액은 Ethanol을 용매로 10mM 농도로 

제조하였다. 코팅 후 FTO glass는 380°C에서 20분 

유지하는 조건하에 열처리 하였다.

염료가 흡착된 광 전극과 Pt가 코팅 된 상대 전극 

사이에 Surlyn (60μm, Solaronix)을 이용하여 접합하여 

샌드위치 형태로 조립하였다. 셀은 Hot-press (QM900M, 

Qmesys)를 이용하여 80°C에서 Surlyn을 녹이며 압력

을 가해주어 접합하였다. 접합 후 상대 전극에 뚫려 있

는 구멍을 통해 전해질 용액을 투입하였다. 전해질 용

액은 다른 곳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여 제조하였다
15). 

기준이 되는 전해질 용액은 3-methoxypropionitrile 

(Sigma aldrich) 용매에 각각 0.6M 1-butyl-3-methy- 

limidazolium iodide (BMII, Sigma aldrich), 0.03M I2 

(Sigma aldrich), 0.1M Guanidinium thiocyanate (Alfa 

aesar), 0.5M 4-tert-butylpyridine (Sigma aldrich), 0.05M 

LiI (Alfa aesar)의 농도로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물을 

첨가한 전해질 용액들은 추가적으로 각기 다른 농도

의 물과 0.2M Triton X-100를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Triton X-100은 계면 활성제로 첨가함으로서 유기 

전해질 용액 내에서 물의 용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전해액 투입 후 주입 부위의 누액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 테이프로 상대 전극의 두 구멍을 막았다. 

완성된 셀을 암실에서 1시간 보관 후 j-V 커브와 EIS

를 측정하였다. 

셀의 측정을 위해 3A solar simulator (XES-40S1, 

San-Ei Electric Co. Ltd., Japan)가 이용되었다. 빛의 

세기는 1 sun 강도(100mW/cm2)로 보정하였다. j-V 커

브는 potentiostat (IviumStat, Ivium Technologies, NL)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전해질 용액의 산화환원 potential 

측정을 위한 Cyclic voltammograms (CV)은 동일한 

potentiostat으로 측정하였다. CV 측정을 위하여 상대

전극으로 Pt wire, 기준 전극으로는 Ag/AgCl wire, 작

업 전극으로는 DSSCs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방식

으로 제작한 Pt를 코팅한 FTO glass를 사용하였다. 

CV 측정을 위해 3-methoxypropionitrile 용매에 0.1M 

Tetrabutylammonium hexafluoro-phosphate을 첨가한 

후 제작한 전해질(Ref, W1, W2, W3, W4, W5)에 100

분의 1의 농도로 각각 첨가하여 희석하였다. CV 측

정을 위한 스캔 속도는 50mV/s로 하였다. EIS 데이

터 또한 같은 potentiostat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은 100kHz에서 100mHz의 진동수 영역에서 주

파수를 변화시키며 측정하였다. 측정된 EIS 데이터는 

변수 추출을 위해 적절한 등가 회로로 Zview software 

(Version 3.1, Scribner Associates Inc., USA)에서 일

치시켰다. 또한 기준 셀과 물이 포함된 셀의 비교를 

위해 Voc부터 Pmax에 해당하는 전압 값까지 AM 1.5G 

조건하에 50mV의 간격으로 EIS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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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urruent density-Voltage (j-V) curves of a DSSCs added 
of different concentration of water

Table 1 Photovoltaic parameters open-circuit voltage (Voc), 
short-circuit current density (jsc), fill-factor (ff), and efficiency 
(η) of the DSSCs

Voc (V) jsc (mA/cm2) ff η (%)

Ref 0.700 14.53 0.60 6.09

W1 0.728 14.29 0.62 6.41

W2 0.748 13.90 0.62 6.42

W3 0.752 13.51 0.62 6.29

W4 0.770 12.90 0.62 6.13

W5 0.776 12.09 0.62 5.83
Fig. 3 CV curves of electrolytes dilluted in 3-methoxypropionitrile 
containing 0.1M Tetrabutylammonium hexafluoro-phosphate

3.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광전극으로 TiO2를 이용하고 I-/I3
- 

산화환원 쌍 전해질 용액에 각기 다른 농도의 물을 

첨가하여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 셀을 제작하였다. 

Fig. 2는 각기 다른 농도의 물을 첨가한 전해질 용

액을 사용하여 제작한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 셀의 

j-V 커브를 나타낸다. 또한 j-V 커브로부터 계산된 셀

의 결과 값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Ref는 물과 Triton 

X-100이 첨가되지 않은 기준 전해질 용액을 사용하

여 제작한 셀을 표현하며 W1은 물 1M, W2는 물 2M

을 첨가한 전해질 용액을 사용하여 제작한 셀을 의

미한다. Open-circuit voltage (Voc) 값은 전해질 용액 

내의 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0.700에서 0.776V까지 증가하는 값을 보이고 fill factor 

( ff ) 또한 물이 포함된 전해질 용액의 경우 물을 포

함하지 않은 기준 전해질 용액에 비해 작은 차이지

만 더 높은 값을 보인다. 그러나 Short-circuit current 

density(Jsc) 값은 전해질 용액 내의 물의 농도가 높아

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서 14.53에서 12.09mA/cm2

까지 감소하는 값을 보인다. 물의 농도가 높은 셀일

수록 jsc 값이 낮아지지만 Voc 값은 점점 증가하는 경

향을 보여서 2M 농도의 물이 포함된 셀에서 가장 높

은 효율 6.42%를 보인다.

Fig. 3는 각기 다른 농도의 물을 첨가한 전해질 용

액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CV 커브를 나타낸다. 전

형적으로 DSSCs의 CV 커브는 I-/I3
- 산화환원 쌍에 

대해 두 쌍의 산화환원 피크를 보인다. 두 쌍의 순차

적 산화환원 반응은 3I- → I3
- + 2e-

와 2I3
- → 3I2 + 

2e-
의 결과로 나타낼 수 있다

16). 물이 첨가된 전해질 

용액의 산화환원 피크의 이동은 이미 보고되어 있

다
14,15,17,18). 하지만 본 연구의 CV 커브들의 산화환원 

피크는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해질에 

포함된 물의 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큰 변화를 나

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물이 첨가된 전해질 

용액들의 산화환원 potential이 거의 유사하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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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mpedance spectra of DSSCs
Fig. 5 Capacitance obtained from impedance spectroscopy of 
DSSCs a) Corrected Potential b) Displaced Potential

정하였다.

EIS는 작동하는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의 근본적

인 전자, 이온 과정에 대응하는 변수를 알아내는데 

매우 유용하며 폭넓게 쓰이는 도구이다. Fig. 4는 각

기 다른 농도의 물이 첨가된 전해질 용액으로 제작

한 셀을 Voc에서 측정한 임피던스 패턴을 나타낸다. 

모든 셀의 임피던스 시작 포인트가 비슷하며, 왼쪽 

반원의 형태 또한 거의 유사하다. 또한 전해질 용액

의 이온 확산에 관련 있는 오른쪽 반원의 형태들 또

한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물이 포함된 

전해질이 FTO glass의 저항()과 Pt/electrolyte 

사이의 저항()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

된다. 그에 반해 TiO2에서의 전하 이동과 재결합 과

정에서 발생되는 결과에 관련 있는 가운데 반원 형

태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아 셀 내부의 존재하는 물의 

영향은 전자 이동과 재결합에 영향이 있는 chemical 

capacitance ()와 TiO2층에서의 electron transport 

resistance (), 그리고 recombination resistance ()

과 관련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전해질 용액이 TiO2 광전극 

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물이 포함되지 

않은 기준 전해질 용액, 5M 농도의 물이 포함된 전

해질 용액으로 제작한 두 셀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

석으로는 셀들의 Voc 값부터 maximum power point 

(Pmax)에 해당하는 V값까지 50mV 간격으로 EIS를 

측정하여 변수들을 추출하였다. EIS로부터 추출된 변

수의 분석을 위해 적당한 전압 범위에서 결과를 나타

내야 한다. 측정된 전압은 series resistance ()로

부터 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전압을 로부터 수정하였다
19,20).

     

 값은 전해질 용액 내에서의 확산 저항을 나타

낸다. 기준 전해질 용액과 5M 농도의 물이 포함된 

전해질 용액으로 제작한 셀들을 각각의 전압에서 측

정한 EIS를 적적한 등가회로를 통해 를 추출하고 

수정된 전압과 연관 지어 Fig. 5에 나타내었다
21). Fig. 

5의 a)를 보면 같은 전압 상에서 Ref에 비해 W5의 

 값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W5의 경우 의 증

가하는 구간이 기준 전해질 용액의 경우보다 더 높

은 전압에서 일어난다. 이는 셀 내부에 물이 포함되

면서 TiO2 광전극의 conduction band 띠가 위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5의 b)는 a)에서 W5

의 데이터의 전압을 80mV 이동시켜 기준 전해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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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combination resistance obtained from impedance 
spectroscopy of DSSCs with, without water in electrolyte

Fig. 7 Sketch of the energy diagram showing light absorption 
and charge transfer processes that occur in DSSCs at an 
open circuit19)

액과 비교한 데이터이다. W5를 일정 전압만큼 이동

시킨 후 두 데이터는 b)에서 나타낸 것처럼 거의 일

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 값은 Table 1의 데

이터에서 나타낸 기준 전해질 용액을 이용한 셀과 

W5 셀의 Voc 차이 값 76mV와도 상응하는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Fig. 3에서 보인 것과 같이 두 

셀의 전해질의 산화환원 potential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는 셀 내부의 물이 TiO2 광 전극

의 conduction band 띠를 이동시키고 이동한 conduction 

band 띠로 인해 Voc 값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이는 물의 존재가 TiO2의 conduction 

band를 이동시킨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

다
8,15,22,23). 

Fig. 6은 Ref와 W5 전해질 용액으로 제작한 셀들

의   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값 또한 와 마

찬가지로 각각의 전압에서 측정한 EIS를 통해 추출

하였다. 같은 전압 값에서 W5는 Ref에 비해 높은   

값을 보여준다. 이는 물을 첨가한 전해질로 제작한 

셀의 conduction band 띠가 기준 전해질 용액에 비해 

위로 이동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것은 높은 

conduction band일 때 동일 전압에서 상대적으로 보

다 적은 양의 전자를 가지기 때문에 낮은 재결합이 

이루어지고, 이는 Fig. 5와도 일치한다
19). 

TiO2의 conduction band 띠의 이동은 Fig. 7와 관

련 있다. TiO2의 conduction band 띠를 나타내는 Ec

가 위로 이동하게 되면 염료에서 여기 된 전자가 효

과적으로 TiO2 광전극 층으로 투입되지 못하게 된다. 

전해질 용액내의 물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j-V 커브에

서의 jsc 값이 떨어지는 것도 이러한 Ec의 이동 때문

이다. 이 밖에도 jsc 값의 감소 이유는 물이 포함된 전

해질로 인하여 염료의 탈착이 일어날 수 있으며, 또

한 전해질의 점도 변화로 인한 물질 전달의 감소 등

이 있다. 그러나 사용한 전해질 용액에 첨가된 물은 

매우 적은 양이며, 이 변수들은 몇몇 논문에서 작은 

영향을 미치는 값이라고 보고되었으므로
13,15,23,24),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형적인 염료 감응형 태양

전지 셀과 물이 포함된 전해질 용액을 이용하여 CV

를 측정하고, 제작한 셀을 j-V 커브와 EIS 변화를 통

해 비교 분석하였다. j-V 커브를 통해 전해질 용액에 

포함된 물의 농도에 따른 효율의 변화와 EIS 분석을 

통해 셀 내부의 저항 변수들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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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해질 용액 내의 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셀의 jsc 

값은 감소하며, Voc 값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2) 전해질 용액 내의 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셀의 

conduction band 띠가 이동하여 Voc 값이 증가한다.

3) 전해질 용액 내의 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셀의 jsc 

값이 감소하는 이유는 TiO2 광 전극의 conduction 

band 띠가 위로 이동하여 염료에서 여기 된 전자

가 TiO2 광 전극으로 침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 셀 내부의 자세한 메커니

즘을 이해하는 것은 전해질 용액 내의 물의 특성뿐

만 아니라 셀 내부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서 매우 중요하다. 셀의 높은 효율과 안정성의 개선

을 위해서는 셀 내부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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