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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Flexible dye-sensitized solar cells using binder free TiO2 paste for low temperature sintering are developed. In this

paste a small amount of titanium gel is added to a paste of TiO2 nanoparticle. Analysis of titanium gel paste prepared at 150
oC shows that it has a pure anatase phase in XRD and mesoporous structure in SEM. The formation of the titanium gel 1-

2 nm coated layer is confirmed by comparing the TEM image analysis of the titanium gel paste and the pristine paste. This

coating layer improves the excited electron transfer and electrical contact between particles. The J-V curves of the organic binder

DSSCs fabricated at 150 oC shows a current density of 0.12 mA/cm2 and an open-circuit voltage of 0.47 V, while the titanium

gel DSSCs improves electrical characteristics to 5.04 mA/cm2 and 0.74 V. As a result, the photoelectric conversion efficiency

of the organic binder DSSC prepared at low temperature is as low as 0.02 %, but the titanium gel paste DSSCs has a measured

effciency of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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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염료감응형 태양전지(dye-sensitized solar cells, DSSCs)

는 기존의 태양전지들의 대안으로 3세대 태양 전지로 주

목받고 있다. DSSCs는 전도성 기판 위에 TiO2, ZnO2,

SnO2 등 반도체 산화물이 코팅된 작동전극(양극)과, 반

도체 산화물 입자 표면에 흡착되어 빛을 받으면 전자를

생성하는 염료, 산화된 염료를 환원 시키는 전해질 그

리고 백금, 금, 은 등으로 코팅된 상대전극(음극)으로 구

성된다.1-4) DSSCs는 다른 태양전지에 비해 제조 단가가

낮고 다양한 색상의 태양전지를 구현 할 수 있는 장점

뿐만 아니라 유연한 기판 사용을 통한 플렉시블한 DSSCs

구현이 가능하다. 이는 DSSCs를 제조공정에서 roll-to-roll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생산 비용 저감과 경량화를 통한

휴대용 전자기기, ID card, 시계 등 다양한 범위에 응용

될 수 있다.5) 하지만 일반적으로 DSSCs 제조 시, 전극

기판으로 전도성 유리를 사용하는데 유리의 경우 무거

운 무게와 액체 전해질을 포함하고 있는 한계로 인해

DSSCs를 플렉서블하게 응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

서 유연한 DSSCs를 제조 하기 위한 다양한 기판 소재

를 적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대표적으로 metal foil

을 전극 기판으로 이용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었다.5-7) 하

지만 metal foil을 기판으로 사용할 경우 고온의 열처리

공정을 진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metal oxide가 생성되어

계면 저항이 증가하게 되므로 DSSCs의 성능 저하를 야

기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6) 또한, 불투명한 metal 기판

사용으로 인해 다양한 색 구현이 가능한 DSSCs만의 고

유한 장점이 제한된다. 따라서 polyethylene naphtha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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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나 poly ethylene terephthalate(PET) 등과 같은 투

명한 polymer 계열 기판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었

으나,5,8) polymer 계열의 유연한 기판은 150 oC 이상의 온

도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9-13 DSSCs

의 작동 전극 제조 시 주로 사용되는 유기물 바인더를

열분해하기 위해서는 450 oC 이상의 고온 열처리 공정이

요구되며, 이 공정을 통해 입자간의 결합력과 접촉 계면

을 증가시켜 광전자를 원활하게 이동시켜 전도성이 향상

된다.14) 하지만 저온에서 열처리할 경우 입자간 불완전한

연결과 잔여 유기물에 의해 전자의 이동이 방해되고 수

명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염료 분자의 흡착 및 전해

질의 침투에도 영향을 미쳐 셀 특성이 저하된다.1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polymer 소재의 플렉시블 기

판 적용을 위해 유기물 바인더를 사용하지 않는 저온에

서 전극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중 TiO2 콜로이드를 직접 코팅하거나 도포한

후 압력을 가하는 방법,16) 수 나노 크기의 동종 물질을

이용하여 입자간 연결을 개선 시키는 방법,17) 전자기파

가열법,18) 전기영동법,19 자외선 조사법,20) 티타니아 무기

바인더를 이용한 방법 등이 보고 되었지만 대부분의 공

정은 복잡하거나 단가가 높아 상용화가 제한되며, 특히

titanium chloride, titanium sulfate, titanium isopropoxide

와 같은 수분에 높은 반응성을 갖는 고가의 전구체를 사

용하기 때문에 취급 및 저장에 어려움이 있다.21) 최근 본

연구팀은 tanium hydroxide complex gel binder를 무기

바인더로 적용한 연구를 보고하였다.22) Titanium gel

binder를 이용한 페이스트는 저가의 소재와 간단한 공정

으로 합성할 수 있으며, 높은 점도 특성을 갖고 있어

TiO2 입자간의 결합력을 향상시켜 전기적 특성이 향상

되어 결과적으로 DSSCs 효율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450 oC에서 진행되는 고온 열처리 공정으로 인해 polymer

기판을 이용한 플렉시블한 DSSCs 적용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기 바인더를 이용한 저온의 열

처리 공정에서도 TiO2 입자 간의 우수한 결합력와 TiO2

전극과 기판과의 접착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titanium

gel을 TiO2 페이스트용 바인더로 적용했으며, 플렉시블한

DSSCs를 제작하여 특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저온 소결 페이스트용 무기 바인더로 이용될 titanium

gel은 다음과 같이 제조한다. TiH2(99 %, sigma-Aldrich)

와 과산화수소(H2O2, 30 % DAE JUNG)와 암모니아

(NH4OH, 25~30 % DAE JUNG) 혼합용액에 2시간 동

안 상온에서 교반 하고 그 후 90 oC에서 강한 점도의 겔

이 될 때까지 교반시켰다. 저온 소결 페이스트는 앞에

서 제조한 titanium gel(25 wt%로 DI Water에 분산한)

TiO2 현탁액을 혼합하여 제조한 후 회전식 증발기를 이

용하여 점도를 조절하여 제조하였다. 본 저온 소결 페

이스트와 종래의 페이스트와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celluloser계 유기 바인더를 사용한 유기 페이스트, 바인

더를 함유하지 않고 나노 입자를 PH 조절로 분산하여

제조한 pristine 페이스트를 제조하였다.

DSSCs를 제조를 위해 FTO(fluorine tin oxide, 6 Ω)가

증착된 glass 기판과 ITO(indoum tin oxide, 15 Ω)가 증

착 되어 있는 플렉시블 PEN(poly ethylene naphthalate)

기판을 1.2 cm × 1.5 cm 크기로 절단한 후에 아세톤, 에

틸알코올, 이소프로필알코올 용액을 순서대로 10분 동안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하였다. 양극을 제조하기

위하여 세척한 전도성 기판에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하

여 0.5 cm × 0.4 cm 마스킹을 한 뒤에 제조한 페이스트

를 doctor-blade법으로 프린팅 하였다. 프린팅 후 120 oC

에서 5분 동안 soft bake를 한 후에 150 oC에서 열처리

를 실시하였다. 제조한 양극의 염료 흡착을 위해 24시

간 동안 희석한 염료에 침지시켰다. 음극을 제조하기 위

하여 다이아몬드 드릴을 이용하여 2개의 전해질 구멍을

뚫고 마그네트론 코터(magnetron coater, JEOL MSC201,

Ted Pella)로 기판 위에 5분간 Pt를 스퍼터링 하였다. 제

조한 음극과 양극 사이에 surlyn을 이용하여 부착하고 전

해질 구멍을 통해 iodolyte 전해질(HI-30, solaronix SA)

을 음극과 양극 사이에 주입해 DSSCs를 제작하였다.

양극 입자의 결정상과 평균입도를 분석하기 위해 X-

ray diffraction(XRD, Ultima IV, Rigaku)를 이용하였고

결정구조와 미세구조를 관측 하기 위하여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FE-SEM, SIGMA-500,

JEISS)을 이용하여 전극 막의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양

극 내 입자들의 형상, 입도, 입자표면을 관측하기 위해

high 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HR-

TEM, JEM_2100F, JEOL)을 이용하여 입자 미세구조를

관측하였다. 각각 조건에 따른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광

전 변환효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solar simulator를 이용

하여 국제 표준광원 AM 1.5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또

한 DSSCs 내에서 전자와 이온의 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a(EIS, Ivium stat,

IVIUM TECHNOLOGIES Ivium Stat.h)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는 P-25 TiO2 분말과 150 oC에서 열처리한 titanium

gel 분말의 XRD 분석 결과이다. P-25 분말은 25°과 48°

에서 TiO2 anatase상의 회절 피크들이 나타났으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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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7°에서 rutile상의 주요 회절 피크들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 P-25 분말은 anatase상과 rutile상이

같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150 oC에서 열처리한

titanium gel 분말은 (101), (200) 면에서 anatase상의 회

절 피크만 분석되었다. Anatase상의 (101)면 피크의 반

가폭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Scherrer 공식으로 평균 결

정 크기를 계산하였다.

(1)

d는 평균 결정 크기, B는 반가폭, θB는 각도 그리고

λ는 Cu target으로부터 나오는 X-선의 파장 이다. 각 샘

플의 결정크기 계산 결과 P-25는 41.8 nm의 결정크기,

titanium gel 페이스트 분말은 4.2 nm의 결정크기를 갖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 결과로 보아 titanium gel 분말은

저온의 열처리에 미세 나노 입자를 가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titanium gel 분말의 XRD를 통해 anatase상만

존재함을 확인하였는데, 구형의 anatase상이 rutile상 보

다 표면적이 크고 조밀한 구조를 갖고 있어 보다 많은

염료를 흡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광학적 안정

성을 갖게 되므로 DSSCs 제조 시 더 좋은 변환 효율

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23)

Fig. 2(a)는 바인더를 사용하지 않고 150 oC에서 열처

리하여 제조한 pristine 페이스트의 SEM 이미지를 나타

낸다. Fig. 2(b)는 titanium gel 바인더를 150 oC에서 제

조한 페이스트의 SEM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Fig.

2(a, b)의 이미지를 통해 두 조건 모두 전극 표면이 메

조포러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메조포로스

한 구조는 염료 흡착 및 전해질 주입이 용이하게 도와

준다. 하지만 titanium gel이 얼마나 성장하여 코팅 된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EM 이

미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Fig. 3(a, b)는 titanium gel을

포함하지 않은 P25-TiO2(pristine) 페이스트와 titanium

gel을 포함한 페이스트를 150 oC에서 열처리한 분말의

TEM 분석 이미지이다. Titanium gel 페이스트로 만든

입자와 pristine 페이스트 입자를 비교하면 titanium gel

페이스트 입자는 1~2 nm 두께로 형성된 코팅층을 관찰

할 수 있지만, pristine 페이스트의 경우는 코팅층이 관

찰되지 않았다. Ti 코팅층의 두께 확인을 위해 고배율

로 분석한 결과를 Fig. 3(c, d)에 보여주었다. Fig. 3(c)

는 contrast 차이로 인하여 코팅층 처럼 보일 수도 있

으나 Fig. 3(d)를 보면 확연한 코팅층을 확인할 수 있

다. Titanium gel을 이용한 페이스트를 제조하면 TiO2 입

자 사이에 존재하는 티타늄 겔이 열처리 후에 TiO2가 되

어 P-25 TiO2 사이에 위치하면서 p-25 TiO2 주변을 둘

러 싸며 코팅 층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코팅

층으로 인하여 입자들의 비표면적이 증가하게 되어 염

료의 흡착 양이 증가하게 되고 코팅 층은 입자간에

bridge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자의 표면 이동거리를 줄

여 줌으로써 전자의 재결합도 감소 할 것으로 판단된

d
0.9 λ⋅

B cosθB⋅
-----------------------=

Fig. 1.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P-25 TiO2 450 oC, PTC

annealing at 150
o
C.

Fig. 2. FE-SEM images of TiO2 particles (a) and PTC annealing at 150
o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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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150 oC 저온에서 열처리를 하

여도 TiO2 코팅 층이 잘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는 organic, pristine, titanium gel 페이스트를 양

극에 프린팅 후 150 oC에서 열처리한 DSSC의 전류 밀

도와 전압의 곡선을 나타낸다. 광전 변환 효율은 titanium

gel 페이스트로 제작한 DSSC의 경우는 효율이 2.76 %

를 나타내는 반면에 150 oC 조건 organic 바인더 페이

스트와 pristine 페이스트로 제작한 DSSC의 경우는 0.02

%, 0.76 %로 매우 낮은 효율을 나타냈다. 이는 저온에

열처리 하였을 경우에는 titanium gel DSSCs가 가장 좋

은 효율을 보인 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광변환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광전변환효

율(power conversion efficiency, PCE, n)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였다.

(3)

위 식에서 ISC 와 VOC는 단락 전류와 개방 전압을

의미한다. 개방 전압을 보면 organic 바인더는 0.47 V,

pristine는 0.67 V, PTC 바인더는 0.74 V로 개방전압이

측정 되었다. 개방 전압은 암포화 전류 밀도와 광전류

밀도에 따라 변화 하며 아래 식을 통하여 계산 할 수

있다.

(4)

n은 이상계수, k는 볼츠만 상수, T는 온도, e는 전하

량, Jph는 광 전류 밀도 그리고 J O
dark는 암 포화 전류 밀

도이다. 개방전압은 전자 재결합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전자 재결합은 입자간의 결합특성이 좋지 않을 경우에

결함이 생기고 이 결함으로 전자의 재결합에 영향을 미

친다. 또한 재결합은 광 전류 밀도를 감소시키고 암 포

화 전류 밀도를 증가시켜 개방 전압을 감소시킨다. 따

라서 organic 바인더의 경우 개방전압이 가장 낮은 것

으로 보아 저온에서 제거되지 않고 전도도가 낮은 유기

물로 인하여 입자 내부의 전도도가 저하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pristine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입자간에 연결

시켜주는 바인더가 없기 때문에 입자들끼리에 전자 전

달이 어려워져 개방전압이 감소하였다. 반면에 titanium

gel DSSCs의 개방전압의 경우에는 organic binder DSSCs

보다 개방전압이 높은 것으로 보아 입자 간 결합특성이

더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전류 밀

도를 계산한 결과, organic binder DSSCs의 경우 0.12

mA/cm2의 낮은 전류 밀도가 측정되었다. 저온 열처리 시

잔류하는 절연 층과 잔여물들이 전자의 전달 방해 및 염

료의 흡착을 방해 하여 전류 밀도가 낮게 측정이 된 것

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titanium gel를 이용한 경우에는

전류 밀도가 5.04 mA/cm2로 organic 바인더에 비해 증

가 하였고, 이는 organic binder에 비해 titanium gel는

η
Pout

Plight

------------
F.F Voc Jsc⋅ ⋅

Plight

--------------------------------= =

VOC

nkT

e
----------

Jph

Jdark
O

-----------ln 1+=

Fig. 3. TEM images of TiO2 particles (a) and coated by PTC (b)

after annealing.

Fig. 4. J-V(current density-voltage) graphs an photovoltaic of

Organic binder, Pristine, PTC prepared at 150
o
C, respectively.

Table 1. J-V(current density-voltage) photovoltaic efficiencies table

of Organic binder, Pristine, PTC prepared at 150
o
C, respectively.

Sample
Jsc

(mA/cm2)

Voc

(V)
FF

CE

(%)

Org 150
o
C 0.12 0.47 0.37 0.02

Pristine 150
o
C 1.81 0.67 0.63 0.76

PTC 150 oC 5.04 0.74 0.74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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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oC로 저온의 열처리를 하여도 코팅레이어 사이에 좋

은 결합이 형성되어 입자간 결합특성이 좋아지고 염료

또한 흡착이 잘 이루어져 염료에서 전자가 많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플렉시블한 DSSC

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저온의 열처리가 요구되는데

organic 바인더를 사용하면 전도도가 낮은 절연 층들이

전부 제거되지 않아 전도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효율

이 저하된 것으로보인다. 또한 pristine 페이스트를 사용

한 DSSC의 경우에는 바인더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극에 프린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열처리 후에는 crack

이 다수 발생한다. 따라서 저온의 열처리를 하여도 유

기물 바인더에 비하여 titanium gel 바인더는 준수한 이

온과 전자의 전달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

하여 EIS를 통해 계면간 저항을 분석하였다.

Fig. 5는 150 oC 열처리 조건에서 organic binder DSSC,

pristine DSSC, titanium gel 페이스트를 150 oC, 300 oC,

450 oC 조건에서 열처리한 DSSC의 EIS 결과이며 Table

2에 정리 되어있다. Fig. 5와 같이 nyquist diagram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 개의 반원은 주파수의 영역에 따

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R0는 그래프가 시작하는

점까지 105 Hz 이상에서 저항이 측정이 되며 FTO glass

의 표면과 TiO2사이의 계면 저항 값으로 알려져 있다.

R1는 첫 번째 반원으로 102-105 Hz 범위에서 측정되며

음극에서의 전하수송의 저항으로 음극과 TiO2 사이의 관

련된 저항의 값이다. R2는 두 번째 반원으로 101-102

Hz 범위에서 측정하고 양극 내에 TiO2와 염료, 전해질

사이 계면에서의 전하수송에 관련된 저항 값을 나타낸

다.6,22) Fig. 5에 보면 양극 표면과 TiO2 사이에 계면 저

항인 R0는 유기 바인더가 있거나 titanium gel 페이스트

의 경우에는 R0의 값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반면,

pristine DSSCs는 R0의 값이 높게 측정이 되었다. 이는

organic binder와 titanium gel이 FTO glass 표면과 TiO2

사이에 점착을 향상 시켜 계면 사이에 저항을 낮추었지

만 pristine의 경우에는 바인더가 없으므로 FTO glass 계

면과 TiO2 사이에 접합성이 낮아 저항이 증가 된 것으

로 판단된다. 첫 번째 반원인 R1의 경우에는 150 oC 조

건에서 titanium gel DSSCs는 R2의 반원과 시작점이 같

아 R1의 반원이 가려 졌지만 낮은 저항을 갖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150 oC 낮은 열처리를 하여도 미세

나노 입자가 전극에 균일하게 코팅 되어 있기 때문이

Fig. 5. EIS spectra of DSSCs with Organic binder, pristine, and

PTC annealing at 150
o
C, 300

o
C, 450

o
C.

Table 2.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a table of 150
o
C Organic, 150

o
C pristine, 150

o
C PTC, 300

o
C  PTC, 450

o
C PTC.

Sample 150 oC Organic 150 oC pristine 150 oC PTC 300 oC PTC 450 oC PTC

Resistances (Ω) 3300 55 103 40 20 

Fig. 6. Bending test image of flexible PEN substrate coated with PTC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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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저항의 값이 감소 하

는데 이는 입자들의 소결 특성 향상으로 인하여 저항 값

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반원인 R2는 150 oC 조건

에서 organic binder DSSC의 경우에 저항이 3,300 Ω,

바인더 없이 제작한 pristin DSSC의 경우는 55 Ω, 150
oC 조건의 titanium gel DSSC는 103 Ω, 300 oC 조건의

titanium gel DSSC는 37 Ω, 450 oC 조건에서 titanium

gel DSSC는 20 Ω이 측정 되었다. 150 oC 조건에서 organic

바인더를 이용한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다른 DSSC에 비

해 저항이 매우 높은 측정이 되었는데 전자의 이동을 방

해하는 절연층들이 완전하게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

에 전자의 재결합 가능성이 증가 하여서 저항이 높게 측

정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비하여 pristin DSSC와

titanium gel DSSC의 경우에는 유기물을 사용하지 않았

기 때문에 저온의 열처리를 하여도 organic binder DSSCs

에 비해 저항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titanium gel

이 Fig. 3(c)처럼 P-25 TiO2 코팅층의 형성이 입자간에

결합이 증가하여 재결합이 감소하고 전자의 이동이 강

화 되었다고 판단된다. Fig. 6는 titanium gel 페이스트

를 플렉시블 기판 위에 프린팅하고 150 oC 저온 열처리

후 기판의 구부림 시험을 한 이미지이다. Titanium gel을

사용한 페이스트는 점도가 있어 저온의 열처리를 하여도

기판에 부착성이 생기고 페이스트의 갈라짐이 보이지 않

았다. titanium gel이 무기 바인더 역할을 하면서 접착제

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강한 구부림을 가하여도 균열이

일어나지 않고 균일한 박막을 유지함을 확인 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기물 바인더를 사용 하지 않은 페이

스트로 저온의 열처리 공정을 통하여 플렉서블한 DSSCs

를 개발하였다. Titanium gel을 이용하여 페이스트를 제

조하였고 이에 따른 미세구조 및 전기적 특성을 연구 하

였다. 150 oC에서 제조한 titanium gel 페이스트를 분석

한 결과 XRD에서는 순수한 아나타제상과 SEM이미지를

통하여 메조포로스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Titanium gel 페이스트와 pristine 페이스트의 TEM 이미

지 분석 비교를 통하여 Titanium gel 코팅층의 형성을

확인 하였다. 이 코팅층은 전자 표면이동 거리를 줄여

줌으로써 전기적 특성이 향상됨을 J-V 커브를 통하여 확

인하였다. J-V 결과 150 oC에서 제조한 유기물 바인더

DSSCs는 저온의 열처리로 인한 잔여 절연층과 잔여물

들로 전류 밀도는 0.12 mA/cm2, 개방전압은 0.47 V로 낮

게 측정이 되었지만, titanium gel DSSCs는 5.04 mA/

cm2, 0.74 V로 전기적 특성이 향상되었다. titanium gel

페이스트는 플렉시블 기판에 강한 접합성을 보이고 구

부림 시험에도 균열 없이 박막을 유지함을 보였다. 이

상의 결과를 통해 titanium gel을 이용하면 저온에서 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플렉시블한 DSSCs 제조에 응

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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