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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n-doped In2O3 (ITO) nanowire photoelectrode was produced using a simple metal evaporation method at low synthesis
temperature (<540

o
C). The nanowire electrodes have large surface area compared with that of flat ITO thin film, and show low

electrical resistivity of 5.6×10
−3
Ωcm at room temperature. In order to apply ITO nanowires to the photoelectrodes of dye-sensitized

solar cell (DSSC), those surfaces were modified by TiO2 nanoparticles using a chemical bath deposition (CBD) method. The
conversion efficiency of the fabricated TiO2/ITO nanostructure-based DSSC was obtained at 1.4%, which was increased value by a
factor of 6 than one without ITO nanowires photoelectrode. This result is attributed to the large surface area and superior electrical
property of the ITO nanowires photoelectrode, as well as the structural advantages, including short diffusion length of photo-induced
electrons, of the fabricated TiO2/ITO nanostructure-based DS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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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주석이 함유된 산화인듐 (ITO; indium tin oxide)은 가시

광 영역에서의 우수한 투과도와 상온에서의 높은 전기전

도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물질이다.
1)

 대

체적으로 ITO는 박막 (thin film) 형태로 태양전지 (solar

cell),
2,3)

 스마트윈도우 (smart window),
4) 

LED (light emitting

diode),
5)

 등과 같은 광전소자 (optoelectronic device)의 투

명 전도성 산화물 (TCO; transparent conducting oxide)

전극으로 사용된다. 전자소자에 있어 전극의 역할은 광

또는 전기화학적으로 발생된 전자를 수집하여 소자를 구

동하는 역할을 하므로 동일 면적에 넓은 비표면적으로 가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2차원 형태 박막 전극의

경우 표면적이 평면으로 제한된다. 이와 같은 전극의 형

태를 염료감응 태양전지 (DSSC; dye-sensitized solar cell)

에 사용하였을 때, 수많은 입자-입자간 전자 전달 경로를

거쳐서 집전체에 전자를 수집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은 3차원적으

로 넓은 표면적을 가지는 나노선 전극을 구현하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나노선 전극은 인위적으로 주입되거나 빛

에 의해 발생된 전자가 전극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직접적

인 통로가 됨으로써 전자의 수집 효율을 향상시키고 전

자-전공의 재결합 과정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소자 성능을

극대화 할 수 있다.
6)

 

ITO 나노선의 합성은 공침어닐법 (co-precipitation-anneal

method),
7)

 탄소열환원법 (carbothermal reduction method),
8)

펄스레이저법 (pulsed laser ablation process),
9)

 전기영동법

(electrophoretic process)
10)

 등 다양한 공정기술이 연구되어

왔으나 대부분 공정이 복잡하거나 전기적 특성이 나빠 소

자의 성능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합성된

ITO 나노선의 결정성이 나쁘거나 주석이 산화인듐 격자

에 효과적으로 도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ITO 나노선 전극을 이용한 광전소자로는 염료감

응 태양전지가 있다. E. Joanni
11)

 등은 펄스레이저법에 의

해 ITO 나노선을 성장시킨 후 스퍼터링 공정에 의해 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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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노선 표면에 증착하여 염료감응태양전지 소자를 제

작하였다. 그러나 ITO 나노선의 좋지 못한 전기적 특성

과 흡착된 광감응 물질량의 한계로 인하여 낮은 전지 특

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틀을 이용한 습식합성법에 의해

구현된 ITO-TiO2 나노구조체의 경우, 제조 단계가 복잡하

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12)

 

본 연구에서는 저온에서 합성이 가능하며 비교적 간단

한 공정인 금속 증발법을 사용하여 유리기판 위에 균일한

직경을 가지며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나노선 전극을 합성

하는 연구를 하였다. 또한 광전극으로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TiO2/ITO 나노구조체에 염료를 흡착시켜 염료감응

태양전지 소자를 제작하고 광전변환특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방법

 

ITO 나노선은 금속 증발법 (metal evaporation method)을

사용하여 합성하였다. 인듐 (99.99%, Alfa Aesar)과 주석

(99.80%, Acros organics) 금속 분말은 5:5의 무게 비로 알

루미나 보트에 각각 담아 반응로의 석영관 중심에 위치

시켰고, Au가 1 nm 두께로 증착된 FTO (불소가 함유된

산화주석) 유리 기판은 반응로 끝부분의 석영관에 위치시

켰다. ITO 나노선의 성장을 위해 반응로의 온도는 680
o
C

로 유지시켰고, 이때 기판의 열열화(thermal degradation)

온도인 565
o
C보다 낮은 540

o
C이었다. 캐리어 가스 및 반

응 가스는 주입하지 않았으며, 석영관 내의 압력은 50 mtorr

를 유지하였다. ITO 나노선의 산소는 석영관 내의 잔류

가스에 의해 얻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TiO2 나노입자는 화학적용액증착 (CBD; Chemical Bath

Deposition)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70
o
C, 50 ml H2O 용

액에 ITO 나노선이 성장한 전극 유리 기판을 넣고 0.15

mole의 TiCl4를 주사기로 빠르게 주입하여 TiO2 나노입자

를 합성하였다. 기판을 5분 동안 담그는 것을 1 사이클로

하여 5 및 10 사이클의 샘플을 준비하였다. 제작된 샘플

과의 비교를 위하여 ITO 나노선 전극이 없는 FTO 유리

기판도 같은 공정에서 TiO2 후막을 형성하였다. 모든 샘

플은 500
o
C에서 30분간 열처리를 하여 TiO2를 anatase 상

으로 결정화 시켰다. 

ITO 나노선과 TiO2/ITO 나노구조체의 형상 및 결정성은

전계방출 주사전자현미경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NOVA NanoSEM200, FEI), X-선

회절 (X-ray diffraction; XRD, D-8 Advance, Bruker), 고분

해능 투과전자현미경 (High-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HR-TEM, Tecnai G2 F-20, FEI)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iO2/ITO 나노구조체 및 TiO2 후막은 광전기화학 특성

을 측정하기 위하여 에탄올에 Ru계 (N3, Solaronix) 염료

를 용해시킨 용액 안에 24시간 담가둠으로써 염료를 흡

착 하였다.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백금이 증착된 FTO 유

리 기판을 이용하여 샌드위치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전해

질은 I
−

/I3
−

 (0.1 M LiI and 0.05 M I2 in CH3CN)을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제작된 소자는 제논 램프와 AM 1.5 필

터를 이용해 100 mW/cm
2
의 세기로 시편에 빛을 조사하

면서 광전변환 특성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a)는 금속 증발법을 이용하여 합성된 ITO 나노선

의 SEM 사진이다. 680
o
C의 공정 온도에서 5분간 합성된

ITO 나노선은 대략 50 nm의 직경과 5 µm의 길이를 가지

며 FTO 유리 기판 전면에 균일하게 성장되었다. 또한 삽

입된 그림으로부터 나노선이 기판으로부터 비교적 수직

하게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b)에는 합성

된 ITO 나노선의 X-선 회절 (XRD) 패턴을 나타내었으며

체심입방 (BCC) 구조의 In2O3 (JCPDS-060416)와 주요 피

크들이 매우 잘 일치하였다. 또한 이차상의 존재가 없는

것으로 보아 In2O3 격자 내에 Sn 원자들이 완벽하게 치

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c)의 명시야상 (Bright Field)

TEM 사진을 보면 ITO 나노선은 곧게 성장 하였으며, 나

노선의 끝 부분에 촉매로서 작용하는 금속 합금 팁이 관

찰 되었다. 이는 나노선이 기체-액체-고체 (VLS; vapor-

liquid-solid) 성장 기구에 의하여 성장되었음을 의미한다.

Fig. 1(d)는 고분해능 격자 사진으로서 분석된 면간 거리

Fig. 1. (a) Top-view FE-SEM image and (b) XRD pattern of as-

synthesized ITO nanowires. Inset of (a): cross-sectional

FE_SEM image of the ITO nanowires. (c) Low- and (d)

high-resolution TEM images of an individual ITO

nanowire. Inset of (d): SAED pattern of the ITO

nanowire corresponding to (c). 



96 김대현·박경수·최영진·최헌진·박재관

한국세라믹학회지

0.25 nm는 체심입방 구조를 갖는 In2O3의 (400)에 해당하

는 면간 거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ITO 나

노선은 <001> 방향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Fig. 1(d)에 삽입된 선택영역회절 패턴과 일치하는 결과이

다. ITO 나노선에서는 어떠한 선 및 면결함도 관찰되지

않았으며, 선택영역회절 패턴에서도 다른 상에 대한 회절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TO 나노선을 전극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

기적 특성이 요구되므로 Fig. 2의 삽입 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일 나노선 FET 소자를 제작하여 합성된 ITO

나노선의 전기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단일 나노선 FET 소

자는 SiO2/Si 기판 위에 ITO 나노선을 분산시키고 이빔

리소그래피 (E-beam lithography) 공정을 이용하여 나노선

의 끝단에 전극을 패터닝하여 제작하였다. Fig. 2의 I-V

그래프로부터 계산된 ITO 단일 나노선의 비저항 값은

5.6×10
−3
Ωcm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ITO 박막에서 얻어

진 비저항 값과 비슷하거나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13)

 

ITO 나노선의 넓은 비표면적과 우수한 전기적 특성은

ITO 나노선을 광전소자의 광전극으로 이용하여 소자의

성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ITO 나노선은 전자를 이동 또는 수집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광유도된 전자-홀 쌍에서 전자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 억셉

터 물질로서 anatase상을 갖는 TiO2를 선택했다. 화학적용

액증착법(CBD)에 의해 합성된 TiO2 나노입자는 Fig. 3(a)

의 SEM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ITO 나노선 전체에

균일하게 형성되었다. 이는 Fig. 3(c)의 TEM 사진을 통해

서 더욱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있으며 TiO2 나노입자는 대

략 10 nm 이하의 크기를 가졌다. Fig. 3(b)와 (d)는 합성된

TiO2/ITO 나노구조체의 X-ray 회절 패턴 및 HR-TEM 사

진으로서 TiO2 나노입자는 anatase 상을 가지며, (101),

(103)과 같이 특정한 방향성이 없는 입자로서 ITO 나노선

에 흡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TO 나노선 광전극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비교 대상

으로서 나노선이 없는 TiO2 후막 형태의 염료감응태양전

지 소자를 제작하였다. Fig. 4(a)와 (b)는 FTO 유리 기판

위에 형성된 TiO2 후막과 TiO2/ITO 나노구조체의 단면 사

진으로 두 소자의 두께가 대략 5 µm로서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합성된 TiO2 후막과 TiO2/ITO 나노구조체의 광전변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5 mm×10 mm 동일한 단면적을 갖

는 DSSC 소자를 제작하였다. Fig. 5는 TiO2 후막과 TiO2/

ITO 나노구조체의 화학적용액증착법 사이클 횟수에 따른

광전변환효율을 측정한 그래프이며, 이로부터 얻어진 Voc,

Jsc, FF, 광전변환효율 값을 Table 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

다. 10회 샘플들의 Voc는 형태 및 화학적용액증착법 사이

Fig. 2. Room temperature current-voltage (I-V) characteristics

of ITO nanowire. Inset: SEM image of an ITO nanowire

contacted by two electrodes.

Fig. 3. (a) FE-SEM image, (b) XRD pattern, and (c) Low-

resolution TEM image of TiO2/ITO nanostructures. (d)

HR-TEM image of TiO2 anatase nanoparticles. 

Fig. 4. Cross-sectional FE-SEM images of (a) TiO2 nanoparticles

film and (b) TiO2/ITO nano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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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횟수에 따라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5회의 샘플은 5회

에서 10회로 증가함에 따라 Voc의 감소가 있었다. 그 이

유는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Voc는 TiO2 페르미 전위와 전

해질의 사이에서 ITO에 의해 페르미 전위의 끝부분이 낮

아져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Jsc는 ITO

나노선 광전극을 사용함으로서 TiO2 후막에 비해 약 5배

의 전류밀도 상승 값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광전변환효

율도 약 6배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ITO 나노선 광

전극이 가지는 물성과 제작된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구조

적 형태의 장점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 즉, 합성된

ITO 나노선은 매우 우수한 단결정성과 전기적 특성을 가

짐으로서 원활한 전자의 이동 및 광유도된 전자의 손실

을 최소화하여 더 많은 전자의 수집이 가능하다. TiO2/ITO

나노구조체를 이용해 제작된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구조

적인 장점은 Fig. 6(b)에서 보는바와 같이 비표면적이 큰

기둥 형태의 ITO 나노선들이 TiO2 나노입자들 사이사이

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TiO2 나노입자에서 얻어

진 전자가 거의 손실 없이 근거리에 위치한 전극으로 이

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ITO 나노선은 그

자체가 집전체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반면, Fig. 6(a)와

같이 TiO2 후막의 경우, 집전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입자에

서 얻어진 전자는 다른 주위의 입자들을 거쳐서 집전체까

지 도달해야하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동안 재결합 혹은

다른 전자의 손실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TO 나노선을 비교적 쉬운 금속증발법

으로 합성하고 이를 이용한 TiO2/ITO 나노구조체 기반의

염료감응 태양전지를 제작하여 광전변화특성 평가하였다.

TiO2/ITO 나노구조체 광전극은 TiO2 후막에 비하여 6배

이상 향상된 광변환효율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변환효

율의 증가 이유는 3차원 형태의 ITO 나노선 전극이 2차

원 형태의 후막에 비하여 넓은 비표면적을 갖고 있어 전

자의 수집 효율을 향상시키고, 전자-전공 재결합 과정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넓은 비표면적

과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갖는 ITO 나노선 전극은 염료

감응 태양전지 뿐만 아니라 센서, 리튬이온전지 등의 응

용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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