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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ye-sensitized solar cell (DSC) is a promising alternative solar cell to the conventional silicon solar cell due 

to several advantages. Development of large scale module is necessary to commercialize the DSC in the near future. A 

scribing technology of the transparent conductive oxide (TCO) is one of the important technologies on the fabrication of 

DSC module. A quality of the scribed line on the TCO has a decisive effect on the efficiency of DSC module. Among 

several scribing technologies, the fiber laser is a suitable for scribing the TCO more precisely and accurately because of 

their own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we try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TCO scribed line by using the fiber laser. 

Consequently, the operating parameter of fiber laser is optimized to get the TCO scribed line with good quality. And the 

fiber laser scribing technology of the TCO is applied to the fabrication of the DSC with optimal operating parameter, 

operating current 3900㎃. As a result, the current density and fill factor are improved and the total efficiency is increased 

because the internal resistances of DSC such as TCO sheet resistance and the resistance concerned to the electron 

movement in the TiO2 are reduced. This is analyzed by the electrochemistry impedance spectroscopy (EIS) and the 

equivalent circuit model of the D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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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1991년 스 스 EPFL의 Michael Gratzel 교수가 합성 

원리를 이용한 기화학  태양 지인 염료감응형 태양

지(Dye-sensitized Solar Cell : DSC)를 개발한 이래로, 

DSC는 간단한 제조 공정, 가의 제조 단가, 투명성  유

연성, 다양한 응용 가능성 등의 장 을 바탕으로 고가의 실

리콘 태양 지를 체할 수 있는 유력한 차세  태양 지

로 각 을 받아왔다[1-3]. 하지만 DSC는 실리콘 태양 지보

다 낮은  변환 효율과 낮은 안정성으로 인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지 까지의 

DSC에 한 연구는 주로 단 셀 심의 효율 향상에 한 

연구가 부분이 으나 재는 DSC의 상용화에 한 심

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DSC 모듈 구조[4,5], 모듈 안정성 

확보[6,7], 실제 모듈 구성을 통한 응용화 연구[8,9] 등 DSC 

모듈에 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DSC 모듈은 DSC 단  셀들을 내․외부 으로 직,병렬 

연결하여 큰 규모의 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구조로써 

DSC 모듈 제작에 있어 각각의 DSC 단  셀간의 분리는 

요한 요소이다. 특히 부분의 직,병렬 연결 모듈은 내부연

결방식이므로 연결 되지 않는 단  셀간의 완벽한 기 인 

분리는 DSC 모듈의 성능을 좌우하는 인자가 된다. DSC 단

 셀간의 분리는 DSC를 이루고 있는 투명 도성 기

(Transparent Conductive Oxide : TCO)의 도성 물질을 

벗겨 냄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을 TCO 기 의 식각이

라 한다. TCO 기  식각은 각 셀의 다공성 반도체 산화물 

TiO2 사이의 공간인 Dead Area에서 이루어지는데 일반 으

로 Dead Area가 넓을수록 자 손실이 많아져 효율이 떨어

지는 단 이 있어 이를 일 필요성이 있다. 이는 TCO 기

 식각의 폭을 임으로써 가능하므로 이를 해서는 보다 

정 하고 완벽한 식각이 필요하다.

기존의 TCO 식각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 졌

으며 표 으로 Sand Blast를 이용한 물리  식각[10], 화

학  방법을 이용한 화학  식각[11], Nd:YAG 이 를 이

용한 식각의 방법[12,13] 등이 사용되었다. Sand Blast를 이

용한 물리  식각의 경우 확실한 TCO 식각이 이루어지나 

컨트롤이 어려우며 식각 폭이 매우 넓은 단 을 가지고 있

으며 화학  방법을 이용한 화학  식각의 경우 식각이 이

루어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 이 있다. 한 Nd:YAG 

이 를 이용한 식각의 방법은 의 두가지 방법의 단 을 

모두 극복하여 재 가장 리 사용되고 있지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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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 조건 등이 복잡하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들며 식각 폭을 

이는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낮은 발산성, 좋은 빔의 품

질, 낮은 유지 비용 등의 여러 가지 장 을 가지고 있어 물

질의 단[14], 식각[15] 등의 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의학 

분야[16] 에서도 리 쓰이고 있는 이버 이 를 이용한

다면 이러한 단 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버 이

의 경우 기존에 식각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Nd:YAG 

이 와 달리 냉각 장치가 필요 없어 간단하게 시스템을 구

성할 수 있으며 래쉬 램   다이오드의 교체가 필요 없

기 때문에 시스템 유지 비용이 게 드는 장 이 있다. 

한 지름 크기가 작은 이버를 사용함으로써 품질이 좋은 

크기가 폭이 작은 이  빔을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 하고 완벽한 TCO 식각을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러한 장 을 바탕으로 할 때 이버 이 가 다른 형태

의 이  보다 정 하고 완벽한 TCO 식각을 필요로 하는 

DSC 제작에 완벽히 들어 맞는 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버 이 를 이용하여 정

하고 완벽한 TCO 식각을 구 하고자 하 으며 최  식각을 

한 이버 이  동작 조건을 찾고자 하 다. 한 최  

조건으로 동작하는 이버 이  TCO 식각을 실제 DSC 

제작에 용하여 넓은 Dead Area에 의해 손실 되는 자를 

임으로써 DSC 효율 상승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다. 추

가 으로 이를 기화학  임피던스 분석(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 EIS)법을 이용하여 기 인 등

가 회로를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버 이  TCO 식각

이 DSC 효율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다. 그 결

과 이버 이  TCO 식각에 의한 TCO의 항 성분의 

감소와 자 손실의 감소에 의해 DSC 효율이 상승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2 . 실험 방법

2 .1  이버 이 를 이용한 투명 극 식각

그림 1  TCO 식각을 한 이버 이  시스템 개략도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the fiber laser system for 

scribing TCO

본 연구에서 TCO 식각을 하여 사용되는 이버 이

는 5 Watt 정도로 구동되는 력 이 로써 류 제

어  구동 시스템을 가진 975nm의 출력 장을 가지는 연

속형 이 이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TCO 식각

을 한 이버 이  시스템의 개략도이며 이  빔의 

출력부를 TCO에 수직으로 고정하여 TCO 식각이 문제 없

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한 정  직선형 동기로 제어

가 되는 X-Y 테이블(Mitsubishi electronics, HC-PQ43)을 

사용하여 정 한 TCO의 치 변동이 가능하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TCO는 Fluorine-doped tin 

oxide(FTO, Hartford Glass Co. Inc)으로써 단  면 당 13

Ω/sq의 표면 항을 가지고 있으며 두께는 약 2.0mm이다. 

그림 2는 장별 FTO의 빛 투과도를 나타낸 것으로 사용된 

이버 이  장인 975nm에서는 73.48%의 빛 투과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  장별 FTO 투과도

Fig. 2 The transmittance of FTO glass depending on the 

wavelength

일반 으로 이 를 이용한 FTO 식각 품질은 이  

빔의 에 지, 이  빔의 직경, FTO의 이동 속도 등의 

라미터에 의해 결정된다[12]. FTO의 이동 속도의 경우 식각

시 첩도(Overlapping Ratio)가 발생하는 펄스형 이 에

서 식각 품질을 결정하는 라미터이기 때문에 연속형 이

인 이버의 이 의 경우 속도별 식각 첩도가 발생하

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0.25㎝/s로 고정하 다. 한 

이  빔의 직경은 이  빔의 품질을 결정짓는 라미터로 

품질 좋은 이버 이  빔의 특성을 살리기 해 원래 

이  빔의 크기인 105㎛로 고정하여 사용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TO의 식각 품질에 지배 인 향을 미치는 주

요 라미터인 이  빔의 에 지만을 조 함으로써 FTO

의 식각 품질의 최 화를 실시하 으며 이버 이 의 구

동 류를 500㎃에서 5000㎃까지 변화시켜 이  빔의 에

지를 조 하 다.

2 .2  DSC 제작

DSC의 극을 제작하기 하여 의 방식을 통하여 

얻어진 최  FTO 식각 조건으로 그림 3과 같이 식각한 

FTO와 식각이 되지 않은 FTO를 비하 다. 두 종류의 

FTO에 TiO2 페이스트(Ti-Nanoxide HT/SP, Solaronix)

를 Doctor Blade 방법을 이용하여 유효면  0.25㎠으로 

도포하 다. 그 후 450℃의 온도에서 30분간 소성하여 두

께 7㎛의 나노 다공성 구조를 가진 TiO2 극을 형성

하 다. 이 게 제작된 극은 0.3mM의 N719 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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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bis(isothiocyanato)bis(2,2'-bipyridyl-4,4'-discarboxylat

o ) - ru th e n i u m (Ⅱ ) - b i s- t e t r abu ty l amm o n i u m , 

RuC58H86N8O8S2) 용액에 상온에서 24시간 침지시켜 염료 분

자를 흡착시켰다. 이어서 염료가 흡착된 극을 염료 용

액에서 꺼낸 뒤 99.9% 에탄올(C2H5OH)에 세척하여 염료층

을 단분자 층으로 만들어 으로써 극을 완성시켰다.

그림 3 FTO 식각을 용한 DSC의 개략도

Fig. 3 A schematic diagram of the DSC applied the FTO 

scribing

DSC의 상 극의 경우, 먼  Sand Blaster(Ultra-Fine 

Sandblaster Type FG 1-93 Restauro, SANDMASTER)를 

사용하여 해질 주입을 한 구멍을 완성하 다. 이후, 

Radio Frequency(RF) sputtering 방법을 이용하여 산화,환

원 반응의 매 작용을 한 백  박막을 입혔다. RF 

sputtering은 2.8×10
-2
 Torr의 아르곤(Ar) 가스의 기압에서 

150Watt의 RF sputter power를 약 100 간 인가하여 실시

하 으며 이를 통해 상 극에는 약 200nm의 두께에 달하

는 백  박막이 증착되게 된다. 

와 같은 방법으로 비된 극과 상 극은 60㎛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Thermoplast hot-melt sealing 

sheet(SX-1170-60, Solaronix)를 이용하여 110℃의 온도 조

건으로 5 간 압착하여 합하 다. 합후, 미리 뚫어 놓은 

구멍을 통해 해질(0.5M LiI, 0.05M I2, 0.5M 

4-tertbutylpyridine in acetonitrile)을 주입한 뒤 커버 라스

와 실링지를 이용하여 실링을 하 다. 끝으로 Ultrasonic 

Soldering System(USS-9200, MBR Electronics)를 이용하여 

솔더링(Soldering) 처리를 해주어 극을 만들어 으로써 

DSC를 완성하 다.

2 .3 FTO  식각 품질  DSC 성능 분석

FTO 식각 후 Digital Multimeter(HIOKI, 3803)를 이용하

여 기 도성을 체크하여 완 한 기 인 분리가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 으며 자 주사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Hitachi S-4200)을 이용하여 식

각된 FTO 표면을 찰하여 FTO 식각 품질을 분석하 다. 

완성된 DSC의 성능은 류 도(Jsc), 개방 압(Voc), 충진

률(Fill Factor, FF), 효율(η) 등으로 비교 분석하 으며 Jsc

와 Voc는 1 sun(100mW/㎠) 조건의 Xenon 램  아래에서 

Keithley 2400 source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한 

FTO 식각이 DSC 효율 향상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하여 태양 지 기화학분석기(Biologic Science Instrument, 

SP-150)를 사용하여 각각의 DSC의 EIS를 측정하 다. EIS 

측정은 100mHz의 주  역에서 200kHz의 고주  역

까지의 주 수 범 에서 실시하 다.

3. 실험결과   분석

3.1  FTO  식각 품질과  최  식각 조건

표 1은 이버 이  구동 류별 FTO 식각 상태를 나

타내고 있는 것으로 S는 기 으로 완 히 분리가 되지 않

은 상태로 자가 이동할 수 있어 완벽한 FTO 식각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는 기 으로 완 히 분리가 되어 

항이 무한 가 되는 상태로 완벽한 FTO 식각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구동 류가 커질수록 출력 이  빔의 

에 지가 커지는 것을 고려할 때 2500㎃ 까지 구동 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FTO 식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은 2500㎃ 이하의 구동 류에서는 이  빔의 에

지가 FTO 식각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

만 3000㎃의 구동 류부터 FTO의 완 한 식각이 이루어졌

으며 이를 통해 FTO 식각을 한 이버 이 의 최소한

의 구동 류가 3000㎃임을 확인하 다.

구동

류

(A)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상태 S S S S S ∞ ∞ ∞ ∞ ∞

표 1  구동 류별 FTO 식각 상태

Table 1 The status of FTO scribing depending on the 

operating current

비록 3000㎃의 구동 류 만으로도 FTO의 완 한 식각

이 이루어졌지만 FTO 식각의 품질은 구동 류  출력 에

지에 따라 다양하 다. 일반 으로 구동 류가 증가하여 

출력에 지가 커짐에 따라 식각의 품질은 나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4는 이버 이 를 이용한 FTO 식각면의 

SEM 이미지로써 (a)는 식각 최소 구동 류 3000㎃일 때의 

FTO 식각면이며 (b)는 3900㎃일 때의 FTO 식각면이다. (a)

의 경우 식각이 이루어졌으나 많은 크랙이 있으며 식각의 

폭이 일정하지 않아 품질이 매우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b)의 경우 크랙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식각 폭이 

일정하여 FTO 식각 품질이 매우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

다. 이 듯 구동 류가 3000㎃에서 3900㎃에서 증가하는 

동안 이버 이  빔의 에 지가 증가함에 따라 FTO 상

의 크랙이 어 들었으며 식각 폭이 거의 일정하게 변하

다. 구동 류가 3900㎃ 일 경우 식각 폭이 약 420nm로 매

우 정 함을 그림 4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구동 류가 그 이

상이 될 경우 식각 폭이 넓어지게 되어 보다 정 한 식각이 

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최 의 FTO 식각 품질을 얻기 

해서는 3900㎃의 구동 류로 이버 이 를 구동하여야 

함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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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버 이 를 이용한 FTO 식각면의 주사 미경 

사진 (a) 구동 류 3000㎃ (b) 구동 류 3900㎃

Fig. 4 The SEM images of scribed FTO surface by using 

the fiber laser (a) Operating current 3000㎃ (b) 

Operating current 3900㎃

3.2  FTO  식각 용 DSC의  성능 변화 분석

Voc

(V)

Jsc

(㎃/㎠)
FF

Efficiency

(%)

Conventional

DSC
0.77 8.677 0.68 4.60

Scribed DSC 0.77 9.838 0.70 5.36

표 2  식각된 DSC와 식각되지 않은 DSC의 동작 특성

Table 2 The performance of the conventional DSC and the 

scribed DSC

그림 5 식각되지 않은 DSC와 식각된 DSC의 I-V 특성 곡선

Fig. 5 I-V characteristics curves of the conventional DSC 

and the scribed DSC

표 2는 이버 이  FTO 식각을 용하여 제작한 

DSC(Scribing)와 FTO 식각이 용되지 않은 일반 DSC(No 

scribing)의 동작 특성이며 그림 5는 이러한 특성을 나타낸 

I-V 특성 곡선이다. 표와 그림에서 보듯이 Voc는 거의 변화

가 없음을 알 수 있으나 Jsc의 경우 식각을 용한 DSC가 

일반 DSC 보다 약 13.38%(8.677㎃/㎠ → 9.838㎃/㎠) 증가

하 음을 알 수 있다. 한 류 도 뿐만이 아니라 FF가 

0.68에서 0.70으로 증가하여 체 인 효율이 약 

16.52%(4.60% → 5.36%) 증가하 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F는 DSC 내부 직렬 임피던스와 련 있는 인자로써 내부 

직렬 임피던스가 작은 DSC일수록 그 값이 크기 때문에 FF

의 증가는 이버 이 를 이용한 FTO 식각으로 인해 

DSC 내부 직렬 임피던스를 었으며 그로 인해 DSC의 

류 도  체 효율을 상승 시켰음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DSC 내부 직렬 임피던스는 크게 TCO 기

의 면 항(Rh), 상 극의 백 에서의 자 이동도와 련

된 항 성분(R1), TiO2/염료/ 해질 계면에서의 자 이동

도와 련된 항 성분(R2), 해질 내의 자 이동도와 

련된 항 성분(R3) 등 4가지로 나뉘어 진다[17]. 따라서 

DSC의 내부 직렬 임피던스(Rs)는 식 (1)과 같이 표 이 되

며 Rs의 값이 작을수록 내부 직렬 임피던스가 작아서 DSC

의 성능이 좋아지게 된다

                                   (1)

본 연구에서는 상 극  해질의 조건은 변화하지 않

으므로 R1과 R3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FTO 식각은 TCO 

기 의 면 항과 TiO2 내의 자 이동도와 한 계가 

있으므로 식각을 통한 DSC의 효율 상승은 의 4가지의 직

렬 임피던스  Rh와 R2와 한 련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림 6 식각에 따른 DSC의 자 이동 거리 비교 (a) 식각

하지 않은 경우 (b)식각을 한 경우

Fig. 6 The comparison of electron movement (a) without 

scribing (b) with scribing

Rh의 경우 본 연구에서의 FTO는 단 면 당 13Ω의 일

정한 면 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가 이동할 수 있는 

FTO의 면 이 커질수록 FTO의 면 항은 커지게 된다. 

이버 이 를 이용하여 FTO를 식각할 경우 동일한 유효면

을 가지는 DSC라고 하더라도 식각에 의해 자가 이동할 

수 있는 FTO의 면 은 식각을 하지 않은 경우 보다 어들

게 된다. 그 결과 식각을 한 경우가 TCO 기 의 면 항이 

어들어 DSC의 효율이 상승하게 된다. 그림 6은 FTO 식

각을 용하여 제작한 DSC와 식각을 용하지 않은 DSC의 

자 이동 거리를 나타낸 것으로 (b) 그림과 같이 이  

식각을 용하 을 때 자 이동을 한 FTO 기  면 이 

어듦으로써 FTO상에서 퍼지는 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자의 이동 거리를 여 자 손실을 일 수 있으므로 

DSC의 효율이 상승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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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DSC 내부 직렬 임피던스와 EIS Nyquist 선도

Fig. 7 Internal series impedances of the DSC and EIS 

Nyquist diagram

FTO 식각이 R2에 미치는 향은 EIS를 도입하여 DSC의 

내부 직렬 임피던스 성분을 분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림 7은 EIS를 이용하여 DSC를 분석하여 얻어지는 일

반 인 Nyquist Diagram으로써 3개의 반원이 그려지게 되

는데 첫 번째 반원은 R1, 두 번째 반원은 R2, 세 번째 반원

은 R3에 해당된다. 각각의 성분은 주 수 응답에 의해 결정

되며 R1은 100～1kHz의 고주  역에서, R2는 1kHz～1Hz

의 간 주 수 역에서, R3는 1Hz～100mHz의 주  

역에서 측정이 된다[18,19]. 그리고 첫 번째 반원이 시작되는 

지 까지의 x축은 TCO의 면 항인 Rh에 해당된다. 한 

DSC 내부 임피던스에는 커패시터 성분도 포함이 되어 있으

나 직류 원으로 동작하는 DSC 특성상 회로 해석에서는 

무시하게 된다.

그림 8 식각된 DSC와 식각되지 않은 DSC의 EIS 분석 

Nyquist 선도

Fig. 8 The EIS analysis Nyquist diagrams of the DSC with 

FTO scribing and without FTO scribing

그림 8은 이버 이  FTO 식각을 용하여 제작한 

DSC(Scribing)와 FTO 식각이 용되지 않은 일반 DSC(No 

scribing)의 EIS 분석 결과인 Nyquist Diagram이다. 두가지 

경우 모두 동일한 FTO를 사용하 으므로 단  면 당의 면

항을 나타내는 Rh는 크기가 동일하며 상 극 한 제작 

조건이 동일하므로 R1의 크기가 같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질과 련된 항 성분을 나타내는 R3는 그 크

기가 작고 해질의 조건도 동일하므로 Nyquist Diagram 

분석에서는 무시하 다. R2의 경우 FTO 식각이 이루어진 

DSC가 식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DSC보다 약 20Ω 정도 작

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FTO 식각을 통하여 R2가 

어들어 TiO2내의 자 이동이 수월해 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Dead Area 크기의 감소로 TiO2 내의 자의 확산이 더욱 

더 활발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FTO 식각을 용한 

DSC의 류 도와 FF가 증가하게 되며 최종 으로 효율

이 향상되게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면  모듈 제작시 필요한 FTO 식각을 

낮은 발산성, 좋은 빔의 품질, 낮은 유지 비용 등의 여러 가

지 장 을 가진 이버 이 를 이용하여 실시하고자 하

으며 이를 DSC 셀 제작에 직  용하여 DSC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 다. DSC 제작에 이

버 이  식각을 도입하기 에 FTO 최  식각을 한 

이버 이  동작 라미터를 확인 한 결과 FTO 식각 품질

에 향을 미치는 라미터는 이버 이  구동 류라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3900㎃의 구동 류에서 최  FTO 식

각 품질을 보 다. 최  조건으로 동작하는 이버 이

를 이용한 식각을 DSC 제작에 직  용할 경우 식각을 하

지 않은 경우 보다 류 도와 FF가 증가하여 체 인 

효율이 약 16.52% 증가하 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이버 이  식각에 의해 자가 이동할 수 있는 FTO 표

면 이 어들어 체 인 TCO 면 항이 어들기 때문이

다. 한 TiO2 내의 자 이동이 수월해져서 자의 확산이 

활발해지기 때문인데 이는 EIS 분석에 의해 확인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버 이 를 이용한 FTO 식각을 면  모

듈에 용할 경우 Dead Area를 일 수 있어 효과 으로 

효율을 상승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방법 보다 

더욱더 정 한 식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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