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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work, we consider the fabrication method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dye-sensitized solar cells (DSSCs),

which use titanium (Ti) metal thin films to replace expensive fluorine tin oxide (FTO) electrodes. The thickness of the

Ti thin film was changed by adjusting the deposition time of the Ti, and the surface resistance decreased as the

thickness of the Ti thin film became thicker. The thickness of the Ti thin film was shown to be similar to the surface

resistance of the FTO thin film at approximately 190nm and the DSSC with a thickness of approximately 250nm showed

the highest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of 4.24%. Furthermore,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ization was confirmed by

fabricating and evaluating the DSSC module.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티타늄(Ti) 금속 박막을 사용해서 값비싼 산화주석(FTO) 전극을 대체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DSSC)의 제

작 방법과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Ti 박막의 증착 시간을 조절하여 박막의 두께를 변화시켰으며, Ti 박막의 두께

가 두꺼워지면서 표면저항은 감소하였다. 대략 190nm 두께에서 FTO 박막의 표면저항과 비슷해짐을 알 수 있었으며, 250nm

두께에서 DSSC의 에너지 변환효율 4.24%로 가장 높았다. 더 나아가 DSSC 모듈을 제작해 평가함으로써 상용화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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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그린뉴딜 정책으로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가 주목받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

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태양 에너지, 지열 에너지,

해양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등이 있다[1]-[2].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태양전지의

ISSN：1226-7244 (Print)
ISSN：2288-243X (Online) j.inst.Korean.electr.electron.eng.Vol.25,No.1,69～75,March 2021
논문번호 21-01-11 https://doi.org/10.7471/ikeee.2021.25.1.69

69

(69)



70 j.inst.Korean.electr.electron.eng.Vol.25,No.1,69～75,March 2021

기본 단위는 셀(cell)이며, 이 셀들을 직⋅병렬로 연

결하여 패널 형태로 제작한 것을 모듈(module)이

라고 한다. 태양전지는 크게 실리콘 태양전지와 박

막 태양전지로 나눠질 수 있으며, 현재 글로벌 태

양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이다[2]-[3]. 실리콘 태양전지는 이미 상용

화되었으나 주재료인 실리콘의 제조 공정이 복잡

하고 생산단가가 비싸 대량 보급에 한계가 있어,

최근 새로운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와 같은 박막

태양전지가 주목받고 있다[3].

박막 태양전지는 가격경쟁력 확보와 함께 유연성

이 있는 태양전지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박막

태양전지의 하나인 염료감응형 태양전지(DSSC,

dye-sensitized solar cell)는 투명한 것이 특징이며

창문 자체를 태양전지로 만들 수 있다[4]. 염료감응

형 태양전지는 다양한 학문 분야가 복합적으로 섞

여 있어 광전극, 상대전극, 염료, 전해질, 대면적화

를 위한 구조 등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5]-[7]. 이 중 태양전지 제작에는 2장의 투명전도

성 기판(TCO, transparent conductive oxide)이 필

요하며, 주로 산화주석(FTO, fluorine tin oxide) 유

리기판을 사용하며 이는 전체 재료비 중 60%를 차

지한다[8]. 제조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투명전도성

기판을 대체하는 재료 및 구조의 연구가 진행되고,

주로 FTO 대체 물질로 티타늄(Ti)이 많이 연구되

었으나 주로 단위 셀 평가에서 머물렀다[9]-[11].

본 연구에서는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재료 저감

목적으로 Ti 박막을 전자빔 증착법을 사용하여 형

성하고, 증착 시간을 달리하여 박막의 두께에 따라

단위 셀의 전기적 특성 변화를 관찰하며, 이 중 높

은 변환효율 조건을 기반으로 모듈을 제작하여 전

기변환효율 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FTO 전극 대체 물질 선정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필수적인 4대 요소는 이산화

티타늄(TiO2), 백금(Pt), 염료(dye), 전해질(electrolyte)

이며, 이와 더불어 재료비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는 FTO 유리, 도전성 페이스트, 기타 보조재

료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를 살펴보면 FTO 유리

위에 염료가 흡착된 TiO2 박막으로 형성된 광전극

과 다른 하나의 FTO 유리 위에 촉매작용을 하는

Pt가 형성된 상대전극이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며,

내부는 전해질로 채워져 있다. 광전극과 상대전극

으로 사용되는 FTO 유리는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

하고 있으며, 전체 염료감응 태양전지 재료비의

60%를 차지할 만큼 가격이 비싸다. 이러한 요인으

로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시

장진입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기판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금속 전극 물질로 금(Au), 은(Ag), 인듐(in), 타이

타늄(Ti), 알루미늄(Al), 철(Fe), 니켈(Ni), 등이 거

론된다[8]-[12]. 태양광에 의해 생성되는 전자의 수

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산화물 반도체인 TiO2

와 금속 전극과의 계면에서 옴 접촉(ohmic contact)

이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염료감응 태

양전지에서 광전극으로 사용되는 TiO2는 n-type의

반도체로서 전도 대역이 4.2eV 수준으로 전자 친화

력이 4.2eV보다 조금 높다. 전극 물질로 사용되는

물질 중에 Au, Fe, Ni은 TiO2와 금속 전극과의 계

면에서 쇼트키 접촉(Schottky contact)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용이 적합지 않다[12]. 이에 반해 In 및

Ag는 일함수가 4.12eV, 4.26eV로 옴 접촉이 형성

되지만, 액체 전해질에 불안정하고, 4.28eV의 일함

수를 갖는 Al의 경우는 장기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유일하게 금속 전극 후보물질 중에서 Ti 금속이 일

함수 및 장기안정성 특성이 우수해 염료감응 태양

전지의 FTO 물질을 대체하기에 적합하다. Ti 금속

은 지구상에 매장량이 풍부하고 내부식성과 전도

성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Fig. 1. DSSC with various energy levels.

그림 1.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에너지 수준[7]

그림 1은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에너지밴드 구조

를 나타내고 있다[7]. 광전극으로 사용되는 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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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은 4.26eV의 전도성 밴드 수준을 가지고 있으

며, 일함수가 4.33eV를 갖는 Ti 금속은 TiO2와 계

면 접촉 물질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FTO의 에너

지 수준과 비슷하다[7].

2. 실험 방법

박막을 형성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물리적 증착

(PVD, physical vapor deposition)법과 화학적 증착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법이 있는데, PVD

법은 증착, 스퍼터링, 이온플레이팅법으로 나뉘고

증착에는 저항열, 아크방전, 전자빔, 레이저 등을 이

용하는 방법들이 있다. 저항열을 이용하는 방법은

증발원과 원재료 물질이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증발원이 원재료 물질보다 고온이기 때문에 원재료

물질에 불순물 혼입, 원재료와 반응, 원재료 융점에

의한 제약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

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 전자빔(electron beam)을

이용한 증착법이다. 전자빔을 이용한 진공증착은

매우 높은 전압을 가하여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열

전자들을 원재료에 충돌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열에

의해 원재료를 증발시켜 기판에 박막을 형성시키는

방법이다. 고진공하에서 도가니를 사용하므로 저항

가열식의 단점인 오염이 비교적 적고 고에너지를

가진 열전자로 접촉하기 때문에 고융점 재료도 쉽

게 증착을 할 수 있으며 증착 속도 조절이 용이하여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증착 방법이다.

가. Ti 금속 물질 박막 형성

본 연구에서는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재료 저감

목적으로 FTO 유리기판 대신 Ti 박막을 전자빔

증착법(electron beam evaporator)을 사용하여 형

성하였고, 박막의 두께에 따른 박박 특성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우선 유리(non-alkali glass) 기판을

15×13mm로 재단하고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정하였다. 세정한 유리기판을 이빔 장비(electron

beam evaporator)에 로딩한 후 2×10-6Torr 고진공

하에서 Ti 박막을 증착하였다. Ti 증착 시간을 조

절하여 박막의 두께를 190nm에서 509nm까지 대략

50nm 간격으로 조절하였다.

나. DSSC 단위셀 제작 및 모듈 제작

(1) 단위셀 제작

Ti 금속전극이증착된유리기판에TiO2(Ti-Nanoxide

T/SP, Solaronix)를 닥터 블레이드 방법으로 코팅

한 후 120℃에서 20분간 건조한 후 450℃에서 30분

간 소성하였다. 소성 후 0.5mM N719(Ruthenizer

535 bis-TBA, Solaronix) 염료에 넣고 40℃에서 4

시간 동안 염료를 흡착시킨 후, 에틸알코올을 이용

하여 과흡착된 염료를 세척하여 광전극을 제작하였

다. 상대전극은 FTO 유리기판 위에 백금(Solaronix,

Platisol T/SP)을 닥터 블레이드 방법으로 코팅한

후 120℃에서 20분간 건조한 후 450℃에서 30분간

소성하였다. 광전극과 상대전극은 60㎛의 두께를

갖는 Surlyn(Meltonix 1170-60 series, Solaronix)을

사용하여 120℃에서 10분간 열을 가하여 샌드위치

모양으로 접합하였다. 전해액을 주입하여 염료감응

형 태양전지 단위셀을 제작하였다. 전해액은 3-me

thoxypropionitrile 용액 내에 0.1M lithium iodide

(LiI), 0.05M iodine(I2), 0.5M 4-tert-butylpyridine,

0.6M IonLic DMPII (1,2-dimethyl-3-propylimidazolium

iodide, Solaronix)으로 제조한 것을 사용하였다.

(2) 모듈 제작

Ti 금속 전극을 사용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모

듈은 단위셀과 달리 하나의 기판 내에 셀들을 분리

시켜 태양 빛에 의해 변환되는 전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설계된 모듈은 3셀의 Z-타입(type)이였으며,

유리기판을 43×46mm 크기로 재단하였다. 단위셀

공정과는 달리 Ti 박막을 레이저 패터닝해서 3개의

셀로 분리시켰으며 기판을 세척하였다. Ti 박막이

증착된 기판에 TiO2 광전극 페이스트를 코팅해서

광전극 기판을 형성하고, 투명한 전도성 기판에는

Pt 페이스트를 인쇄하여 상대전극 기판을 형성하

였다. 전자를 원활히 포집하기 위해서 도전성 페이

스트를 인쇄해서 그리드(grid)와 버스바(busbar)를

형성시켰다. 120℃에서 건조공정을 거쳐 450℃에서

광전극 및 상대전극 기판을 소성한 후 광전극을

0.5mM N719 염료에 담지해 염료를 흡착하였다.

염료가 흡착된 광전극 기판과 상대전극 기판을 60

㎛의 두께를 갖는 Surlyn을 사용하여 120℃에서 10

분간 열을 가해 접합하였다. 최종적으로 전해질을

주입하고 외부를 실링하여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모듈을 제작한 후 에너지 변환효율을 평가하였다.

그림 2는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모듈 제작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한 재료는 단위셀 제조 방법

에서 상용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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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SSC module fabricating process diagram.

그림 2.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모듈 제작 공정도

다. 박막 특성 평가

유리기판 위에 증착된 Ti 금속 전극은 면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4-point probe(CMT-SR2000, CHANG

MIN CO. LTD.)를 사용하였고, 표면형상과 두께를

확인하기 위해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4700, Hitachi)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태양전지의 광전변환 특성은 AM 1.5

(100㎽/㎠) 조건 하에서솔라시뮬레이터(solar simulator,

WXS-155S-L2, WACOM)를 이용해서 측정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가. Ti 금속 박막 두께 변화에 따른 면저항 변화

Fig. 3. Change in surface resistance according to Ti thin

film thickness changes.

그림 3. Ti 박막 두께 변화에 따른 면저항 변화

그림 3은 이빔 장비(electron beam evaporator)를

이용해서 유리기판 위에 증착한 Ti 박막의 면저항

을 두께에 따라 측정한 결과는 나타내고 있다. 박

막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면저항은 지수 함수적

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용 FTO 박

막의 면저항은 대략 8Ω/sq.이며, 이때 두께는 대략

670nm 정도이다. 대략 Ti 두께가 190nm일 때 FTO

박막과 비슷한 면저항을 얻을 수 있었다.

나. Ti 금속 박막 두께 변화에 따른 표면형상 변화

Fig. 4. (a) FTO thin film surface shape and change in

surface shape with Ti thin film thickness of (b) 190

nm, (c) 250 nm, (d) 307 nm, (e) 447 nm, and (f)

509 nm.

그림 4. (a) FTO 박막 표면형상 및 Ti 박막 두께에 따른

표면형상 변화 [(b) 190nm, (c) 250nm, (d) 307nm,

(e) 447nm, (f) 509nm]

그림 4는 유리기판 위에 증착한 Ti 박막 두께 변

화에 따른 표면형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a)는 FTO 박막의 표현 형상이며, 그림 4(b)에서

(f)까지는 그림 3과 동일한 샘플의 표면 형상을 나

타내고 있다. Ti 박막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표면

의 flat sheet grain들은 작은 덩이 모양(nubby)의

grain으로 변하였고, 다공성(porous)의 형상에서 치

밀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Ti 박막의 결

정성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상은 빛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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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ckness
(nm)

Voc
(V)

Jsc
(mA/cm2)

F.F
(%)

η
(%)

190 0.632 9.652 61.896 3.775

250 0.626 10.666 63.427 4.235

307 0.635 10.259 61.512 4.010

447 0.613 9.743 65.769 3.925

509 0.631 9.886 61.116 3.815

Table 1. Photovoltaic characteristics of DSSCs with change

in Ti thin film thickness.

표 1. Ti 박막 두께 변화에 따른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광전특성

란시켜 에너지 변환효율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Ti 금속 박막 위에 코팅될 TiO2 광전극 재료와의

부착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염료감응형 태

양전지에 사용되는 FTO 박막의 경우에도 박막 표

면이 nubby grain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haze의 값은 증가하고 빛을 산란시켜 효율을 향상

시켜준다.

다. Ti 금속 박막 두께 변화에 따른 염료감응형 태

양전지 변환효율

Fig. 5. DSSC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according to Ti

thin film thickness changes.

그림 5. Ti 박막 두께 변화에 따른 DSSC 에너지 변환효율

그림 5는 Ti 박막 두께 변화에 따른 에너지 변환

효율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에서 언급했듯이, Ti 박막 두께 변화에 따

라 면저항 값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금속

박막이 전극용으로 사용될 때 저항이 낮게 되면 태

양광에 의해 생성된 전자의 이송에 도움을 주기 때

문에 박막의 두께 변화가 에너지 변환효율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FTO 기판과 면저항이 비슷한 Ti 박막의 두께가

190nm일 때 에너지 변환효율은 3.78%였으며, 250nm

일 때 최고의 효율인 4.24%를 보였다. 표 1은 Ti

박막 두께 변화에 따른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광

전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Voc는 개방전압(open circuit voltage),

Jsc는 단락전류밀도(short circuit current density),

F.F는 충진율(fill factor), η은 에너지 변환 효율

(energy conversion efficiency)이다.

Ti 박막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면저항이 감소하

였기 때문에 에너지 변환효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에너지 변환효율이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Ti 박막의 두께의

두꺼워짐에 따라 단락전류밀도가 감소했기 때문으

로 볼 수 있다[11].

라. Ti 금속 박막 두께 변화에 따른 염료감응형 태

양전지 모듈의 변환효율

Fig. 6. DSSC module with Ti thin film and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그림 6. Ti를 적용한 DSSC 모듈 및 에너지 변환효율

단위 셀의 경우 대략 0.9V까지 전압 출력이 가능

하지만, 실생활에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전압이

기 때문에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염료감응형 태양전

지 모듈 개발이 필수적이다. 모듈의 구조는 Z-type,

W-type, Parallel, 그리고 Monolithic 상호연결 모

듈 등이 있다. 대부분 높은 출력전압으로 인해 Z-

상호연결 모듈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13]. 그림 6은

3셀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모듈의 에너지 광전변환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광전극의 유효면적은 9.6㎠였으며, 3셀로 분리되

어 있으므로 개방전압(Voc)가 증가하였다. 태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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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모듈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상용화하기 위해서

는 다소 작은 전압이긴 하지만, 소형기기의 구동하

기엔 충분한 수준이다. 효율은 단위 셀에 비해 다

소 감소된 경향을 보였고, 이것은 태양전지의 면적

이 커지면서 내부저항 상승과 전자의 손실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셀 염료감응형 태

양전지 모듈의 광전변환효율을 측정한 결과 평균

2.91%로 측정되었다.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염료감응형 태양전지(DSSC) 제

조단가를 상승시키는 주원인 중 하나인 산화주석

(FTO) 도전성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해

고찰하였다. 도전성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티타늄(Ti) 금속 전극 사용을 제안하였으며, 전기

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Ti 박막의 두께 변화

하였다. Ti 박막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표면의 미

세 입자들은 작은 덩이 모양의 입자로 변하였고,

FTO 기판보다 낮은 8Ω/sq. 이하의 면저항을 갖는

Ti 박막의 두께는 250nm 이상이었다. Ti 박막의

두께가 250nm일 때 DSSC 에너지 광전변환 효율

이 4.24%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단락전류밀도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상용화의 가능성을 평가하

기 위해서 3셀 DSSC 모듈을 제작하였고, 태양전지

면적이 커지면서 내부저항 상승과 전자의 손실로

인해 셀 효율보다 낮은 2.91%로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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