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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염료감응형 태양전지(dye-sensitized solar cells, DSSCs)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흡착

된 염료에서 발생되는 광전자가 전해질 속의 산화/환원되는 요오드 이온(I3

-
/I

-
)과의 재결합(recombinat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된 광전자를 효율적으로 TiO2 전극을 통해 이동시키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재결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졸-겔(sol-gel)법으로 합성한 보헤마이트(bohemite) 졸을 이용하여 TiO2 전극

에 비해 높은 에너지 밴드갭(band-gap)을 가지고 있는 Al2O3가 코팅된 이중층의 다공질 나노 TiO2 전극을 제조하고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에 응용하였다. 특히, 다양한 입자의 크기가 조절된 보헤마이트 졸을 통해 최고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가진 Al2O3가 코팅된 TiO2 광전극 제조 조건을 조사하였다. 입자 크기 100 nm 보헤마이트 졸로부터 제조한 

Al2O3가 코팅된 TiO2 전극이 순수 TiO2로 제조한 광전극 층(7.5%)에 비해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9.0%)을 보였다.

To increase the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of dye sensitized solar cells (DSSCs), it has been widely studied how to effec-

tively transferred the electron generated from the adsorbed dye to the TiO2 electrode for avoiding the recombination of in-

jected electrons and iodide ions (I
-
/I3

-
). For the blocking of the recombination, in this study, Al2O3-coated TiO2 electrode was 

prepared and applied for DSSCs. In especial, the optimal preparation conditions of Al2O3 coated onto TiO2 porous film was 

proposed for higher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As a result, the solar cells fabricated from Al2O3-coated (i.e., particle size 

of bohemite sol : 100 nm) TiO2 electrodes showed superior conversion efficiency (9.0%) compared to the bare TiO2 electrodes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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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염료감응형 태양전지(dye-sensitized photovoltaic cell)는 1991년 스

위스의 그라첼(Grätzel) 등에 의하여 발표된 광전기화학 태양전지로 

대표되는 것으로서, 염료의 태양광 흡수 능력을 이용하여 화학적으로 

발전을 일으키는 태양전지의 일종이다[1]. 이러한 염료감응형 태양전

지는 일반적으로 투명한 유리 기판에 금속산화물과 염료가 포함된 광

전극, 전해질 및 상대전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다공질 막

의 형태로 존재하는 광전극은 TiO2, ZnO, SnO2, WO3와 같은 넓은 밴

드갭을 가진 n 형 전이금속 산화물 반도체로 구성되고, 이 표면에 단

분자층의 염료가 흡착되어 있다. 또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태양광

이 입사되면 염료 속의 페르미 에너지(fermi energy) 부근의 전자가 태

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상위 준위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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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ited state)되며, 이때, 전자가 빠져나간 하위 준위(ground state)의 

빈자리는 전해질 속의 산화된 요오드 이온이 전자를 제공함으로써 다

시 채워진다. 염료에 전자를 제공한 이온은 산화되어 광전극으로 이

동하여 전자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상대전극은 전해질 속에 있는 이

온의 환원 반응의 촉매로 작용하여 전극 표면에서의 반응을 통해 전

해질 속의 이온에 전자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2-4].

  한편,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하여 그 

생산단가가 저렴하여 차세대 태양전지로 각광받고 있으나, 에너지 전

환효율(energy conversion efficiency)이 낮아 상용화되기 어려운 문제

점이 있다. 특히,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에너지 전환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지의 광감응 염료에 도달하는 태양광의 손실을 최소화하

고, 태양광에 의해 염료에서부터 발생된 전하가 각각의 전극으로 원

활하게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염료감응 태

양전지에서는 에너지 변환 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반도체 산화물 

재료를 구형이나 막대 형태를 갖는 금속산화물(TiO2, ZnO, W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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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electron transfer processes in dye-sensitized blocking-layer photoelectrode.

SiO2)로 제조하고 결정상을 바꾸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이와 같은 

광전극의 물질에 대한 개선 방법은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이는 데 한

계가 있다[5].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구조상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재결합 문제이다[6]. 즉, 태양광을 흡수한 염료가 전자를 여기 하

여 반도체 층으로 주입되는 속도는 수 나노초로 상당히 빠른 반면 발

생되어진 전자가 반도체 층을 통과하는 속도는 밀리 초로 인하여 생

산된 전자가 반도체 층을 통해 상대전극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다시 

전해액 속의 산화된 I3

-
 이온과 재결합을 하거나 혹은 염료의 광전자

를 여기시킨 정공의 홀(hole)로 재결합하여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전체

적인 전류 생산량을 감소시켜 효율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재결합 현

상은 산화된 요오드 이온과의 재결합이 대부분인데 이는 염료의 정공 

홀로 재결합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재결

합 문제는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전자 이동 현상에도 장애 요소로 작

용하여 전반적인 전지의 장기간 안정성 문제를 떨어뜨리는데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7].

  이러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장기간 안정성 문제를 유발하는 재

결합 문제를 해결하고자 Figure 1에서처럼 광전극 재료의 에너지 띠 

간격(energy band gap)차이를 이용한 반도체 산화물을 도핑 혹은 코팅

하거나 절연체로 작용하는 금속 산화물을 도핑 혹은 코팅하여 이중 

구조 형태(core-shell)의 전극을 제작함으로써 재결합 현상을 억제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8-10]. 하지만, 이러한 이중 구조 형태의 

전극 제조시 TiO2 전극 층 위에 코팅 되어지는 Fe2O3, Nb2O3, SnO2, 

SiO2, ZnO, WO3 등의 물질의 경우 코팅을 하기 위한 전구물질의 가

격이 높은 편으로 인하여 상업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중 

구조 형태의 전극을 제조 시 앞서 설명한 반도체 산화물의 전구물질

을 TiO2 광전극에 함침하는 과정에서 코팅 층의 두께나 입자 크기 등

의 특성을 조절하여 최적화된 이중 구조층 광전극을 제조 조건에 관

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11-14].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고 제조가격을 낮출 수 있는 

형태의 광전극 제조 방법으로, TiO2가 코팅된 전극을 다시 보헤마이

트 졸(bohemite sol)에 함침시켜 γ-Al2O3를 코팅한 Al2O3/TiO2 구조의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용 광전극을 제조하고 에너지 변환 효율을 평가

하였다. 또한, 다양한 입도 분포를 가지는 보헤마이트 졸을 합성하여 

최적의 Al2O3/TiO2 이중구조 광전극 제조 조건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최적화된 Al2O3/TiO2 이중구조의 광전극 구조체를 적용하여 TiO2 층

으로 주입된 광전자와 전해질속의 산화된 요오드 이온과의 재결합 현

상을 감소시켜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향상시키고

자 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재료 및 방법

  Al2O3/TiO2 이중구조 광전극 구조체 제조를 위해 본 실험에서 사용

한 Al2O3 졸과 TiO2 졸은 과거의 연구에서 Yoo[15]와 Hwang[16]이 

제조한 Figure 2의 숙성(aging)을 이용한 졸-겔(sol-gel) 공정을 사용하

였다. Al2O3와 TiO2 전극의 제조 공정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먼저, 실험에 사용한 TiO2 나노 분말은 졸-겔 법으로 합성한 아나타

제 상의 구형 분말을 사용하였다. Titanium isopropoxide (TTIP, Junsei, 

> 98%)를 출발 물질로 하여 100 M의 물과 반응시킨다. 이때, 가수분

해와 축중합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40 ℃ 72 h 

동안 숙성을 유지한 뒤에 0.20 M 질산(HNO3, Aldrich)을 이용하여 해

교과정을 거친 뒤 분산된 졸을 합성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졸은 건조

과정을 거처 TiO2 광전극 제조를 위한 코팅용 페이스트로 사용되었다. 

졸 형태의 TiO2 1.3 g에 계면활성제인 10% acetylacetone (Aldrich), 증류

수 5.4 mL와 0.95 g hydropropylcellulose (Mw. 80000, Aldrich)를 첨

가 후 페이스트 믹서(PDM-300, Korea mixing technology)를 사용하여 

20 min 동안 혼합과 탈포 후 안정된 페이스트를 제조하였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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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perimental flowchart for the synthesis of TiO2 sol and bohemite sol.

게 제조한 페이스트를 세척된 fluorine-doped tin dioxide (FTO, Asahi 

Glass, 13 Ω/cm
2
) 기판 위에 스크린 프린팅(Screen printing) 방법으로 

4회 코팅하였다. 이렇게 코팅된 전극 막의 두께는 16 µm이다.  또한, 

TiO2 전극의 유효 면적은 원형의 형태인 0.25 cm
2
로 제작한 후, 전기

로(FUL232FA, Advantec)에서 분당 5 ℃씩 승온하여 500 ℃에서 1 h 

유지 후 TiO2 전극을 완성하였다. 

  제조된 TiO2 전극에 입도 크기가 조절된 Al2O3를 코팅하기 위하여 

Figure 2과 같이 aluminium isopropoxide (AIP, Fluka, > 99%)를 출발 

물질로 하여 100 M의 물과 반응시킨 뒤 가수분해와 축중합반응을 거

치는 단계를 90 ℃ 0 h에서 120 h 까지(0 h, 24 h, 120 h) 세 가지 조건 

하에서 입도 크기가 조절된 알루미나 보헤마이트 졸을 제조하였다. 

이때 해교 조건은 0.07 M 염산(HCl, Aldrich)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제조한 졸에 TiO2 전극 막을 1 h 담근 후 꺼낸 뒤 세척한 다음 전기로

에서 분당 5 ℃씩 승온하여 500 ℃에서 1 h 유지 후 Al2O3를 코팅한 

TiO2 이중 구조의 전극을 제조하였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단위셀 제조를 위해 Al2O3/TiO2 전극을 에탄

올(C2H5OH, Aldrich)을 용매로 제조한 Ru계 N719 염료(Ruthenium 

535-bis TBA, Solaronix)를 광감응형 염료에 24 h 흡착시켰다. 백금 나

노 입자 상대 전극은 FTO 기판 위에 Pt-Sol (Pt catalyst/SP, Solaronix)

을 스크린 프린팅 하여 전기로에서 분당 5 ℃씩 승온하여 430 ℃에서 

1 h 유지 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제조한 두 개의 기판 사이

에 sealing sheet (SX 1170-60, Solaronix)를 넣어 샌드위치 형으로 조

합하고, 80 ℃에서 녹여 상온에서 방치한 후, 기판 사이의 전해질이 들

어갈 공간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완전히 접착 후 두 기판 사이에 3-me-

thoxypropionitrile (Aldrich)을 용매로 하여 0.5 M LiI (Aldrich), 0.05 M 

I2 (Aldrich), 0.5 M 4-t-butylpyridine (Aldrich), 0.6 M 1,2-di-

methyl-3-propylimidazolimiodide (Solaronix)와 같은 조성으로 요오드 

이온을 함유하는 전해질을 제작 후 주입 부위를 에폭시로 막아 전해

액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단위 셀을 

만들었다. 또한, 양 전극 면에 silver 페이스트를 페인팅 후 제작된 셀

의 효율을 평가하였다. 

2.2. 분석 방법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광전극 재료로 사용한 합성 Al2O3와 TiO2 

산화물 입자의 크기는 입도 분석기(Particle size analyzer; Otsuka elec-

tronics, ELS-800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결정상은 CuKɑ X-ray, Ni 

필터를 이용 35 kV, 15 mA 조건에서 X-ray diffractometer (XRD; 

Rigaku, D/MAX-1200)와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F20, TECNAI)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합성한 보헤마이

트 졸 입자의 표면적은 BET 질소 흡․탈착 분석기(Brunauer, Emmett 

& Teller; ASAP 2010, Micromeritics)을 이용하여 77 K 조건에서 얻어

진 질소 흡⋅탈착 등온선으로부터 표면적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제작

된 이중 구조의 Al2O3와 TiO2 광전극의 표면 상태는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S-4700, Hitachi)를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Multilab 2000, 

VG) 및 EDS (Energy Dispersive X-ray, Hitachi) 분석을 통하여 코팅 

된 Al2O3의 함량을 조사하였다. 

  이중 구조의 Al2O3와 TiO2 광전극을 이용하여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단위셀로 제조한 뒤 광전기화학적인 특성들은 1000 W/m
2
의 xenon 

lamp와 AM 1.5 filter로 구성된 인조 태양광 조사 조건하에서 solar 

simulation system (Thermo Oriel Instrument, USA)를 이용하여 I-V 곡

선을 구하여 태양 에너지 변환 효율을 계산하였다. 전지 내부에서 일

어나는 각 계면간의 저항 분석은 CHI 660A (Electrochemical spectro-

scopy, EIS)를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합성 보헤마이트 졸과 사용한 합성 TiO2의 특성

  Al2O3/TiO2 이중 구조 광전극에서 입도 크기가 조절된 Al2O3 코팅 

층을 제조하기 위해 합성 보헤마이트 졸을 제조하였다. Yoo[15]는 보

헤마이트 졸을 제조함에 있어 졸-겔 법을 바탕으로 한 공정상에서 가

수분해와 축중합 반응을 “숙성”이라는 단계로 고정을 하고 숙성 시간

에 따른 보헤마이트 졸 입자의 크기를 조절하였다. Yoldas[17] 등은 

보헤마이트 졸의 경우 80 ℃ 이상의 고온에서 합성 γ-AlO(OH)를 제

조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Figure 3(a)는 반응 시 90 ℃에서 0, 24, 

120 h 동안 숙성을 하여 제조된 보헤마이트 졸의 샘플 사진이다. 숙성 

시간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제조된 졸의 색이 불투명해짐을 알 수 있

는데, 이는 숙성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알루미나 보헤마이트 졸 입자

에 의해 빛의 산란 강도가 증가되어 투과강도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또한, Figure 3(b)은 입도 분석기를 통하여, 숙성에 따른 알루미나 보

헤마이트 졸 입자의 평균 입자의 크기를 조사한 그래프이다. 이 결과

에서 보면 0∼120 h 숙성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입자 크기가 20

∼300 nm로 증가하였으며, 입도의 분포는 졸-겔법에 의해 제조한 보

헤마이트 졸 용액의 입도 분포가 균일함을 알 수 있다. 이때, 숙성시

간이 0 h의 경우에는 제조된 입자 크기는 약 20 nm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24 h의 경우 약 100 nm, 그리고 120 h의 경우 300 nm 범위에

서 γ-AlO(OH) 평균 입자가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숙성에 의한 알루미나 보헤마이트 졸 용액 내 γ-AlO(OH) 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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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hotograph (a) and particle size distributions (b) of alumina 

bohemite sol with different aging time at 90 ℃.

결정성과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X-선 회절 분석과 질소 흡⋅탈착 

분석을 통해 결성성과 BET 표면적을 조사하였다. Figure 4는 숙성 시

간에 따른 알루미나 보헤마이트 졸 용액을 80 ℃ 온도에서 건조시킨 

후 X-선 회절 분석을 한 결과이다. 그 결과 알루미나 보헤마이트 졸 

용액의 대표 결정면 (020), (010), (031), (051)에 해당하는 주요 피크

들이 14.5°, 28.2°, 38.3°, 48.9°에서 관측됨을 알 수 있었다[18]. 숙성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γ-AlO(OH)에 해당하는 주요 피크들의 감도는 

증가 되는데, 이는 결정도가 낮은 pseudo-bohemite 구조에서 crystal-

line-bohemite 구조로 전이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기

술한 입도 분석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즉, 보헤마이트 졸 합성 

시 숙성시간에 따라 γ-AlO(OH) 입자들이 크게 증가한 결과를 부연 

설명하여 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Figure 5의 BET 표면적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

다. 숙성 시간이 적을 경우 AIP와 H2O의 반응 초기의 빠른 가수분해

와 축⋅중합 반응으로 형성된 결정도가 낮은 psuedo-bohemite 내 잔

류하고 있던 OR기가 숙성 초기의 가수분해와 축⋅중합 반응의 진행

으로 결정도가 향상된 crystalline-bohemite로 전이되어 급격한 미세구

조의 특성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숙성이 진행될수록 

증가된 축⋅중합 반응을 통해 Al-OH 결합과 Al-O-결합이 증가되어 

γ-AlO(OH) 입자 크기를 증가 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알루미나 보헤마이트 졸 합성 시 숙성 시간이 120 h까지 증가

할수록 BET 표면적은 360 m
2
/g에서 175 m

2
/g까지 점차 감소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Figure 4.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γ-AlO(OH) particles with dif-

ferent aging time at 90 ℃.

Figure 5. BET surface areas of γ-AlO(OH) particles with different 

aging time at 90 ℃.

  다음은 본 연구에 사용한 TiO2 전극 형성 시 사용한 합성 TiO2 졸의 

특성 결과이다. 합성 TiO2의 경우 TTIP와 H2O의 가수분해와 축⋅중

합 반응을 통하여 제조한 TiO2 졸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이때 TiO2 

졸은 숙성 조건 90 ℃에서 72 h 조건에서 합성되어졌다. 이 샘플의 경

우 5∼10 nm 크기의 단 결정 TiO2 졸 입자들이 많은 Ti-O-Ti 결합을 

하고 있어서 소성 후 전극으로 제조 시 표면에 염료가 흡착되기 위한 

많은 세공과 여기 된 광전자가 외부회로로 전달되기에 유리한 아나타

제(anatase) 결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9]. 

  Figure 6은 본 연구에서 TiO2 전극 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합성한 

TiO2 졸을 80 ℃에서 건조한 입자와 500 ℃에서 소성한 TiO2 입자의 

X선 회절 분석을 한 결과이다. 그 결과 소성 후 아나타제 결정의 대표

적인 결정면 (101), (004), (200), (105), (211), (204)에 해당하는 피크

들이 25.3°, 37.8°, 48.0°, 53.9°, 55.1°, 62.7°에서 관찰되었으며 일부는 

아나타제 상으로 변환되지 못하고 부루카이트(brookite) 상 (121)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20]. 또한, 500 ℃ 소성 후 

Scherrer’s equation에 의해 계산한 단결정 아나타제 상의 크기는 13.5 

nm 정도로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21]. Figure 7은 본 연구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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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iO2 sol particles. 

Figure 7. HR-TEM image of TiO2 sol particles. 

한 TiO2 졸의 HR-TEM 분석 사진이다.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5∼10 

nm 크기의 TiO2 졸 입자들이 서로 넥킹(necking)을 형성하며 포도송

이 형태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22].

3.2. Al2O3를 코팅한 TiO2 전극막의 특성

  Figure 8 (left side)은 숙성 시간 조건에 따라 합성한 보헤마이트 졸

을 이용하여 제조한 TiO2 전극 막에 함침을 하여 열처리 후 제조한 

TiO2/Al2O3 박막의 표면 사진이다. FE-SEM 사진을 통해서는 Al2O3 

입자와 TiO2 입자간 구별이 힘들다. 둘 다 유사한 단결정 크기를 가지

고 있고 구형의 입자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 전극으로 사용한 

TiO2 전극의 경우 20 nm 입자들이 서로 넥킹되어 코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발생된 광전자의 전달 및 염료와의 흡착을 잘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한다. Al2O3가 코팅된 TiO2 전극의 경우 세공의 크기가 

약간 줄어든 표면의 형상을 가졌는데, 이는 단결정 Al2O3 입자들이 코

팅되어 있다고 사료되어 진다. 특히, 24 h 숙성되어 제조한 보헤마이트 

졸(입자크기 100 nm)을 이용하여 코팅한 전극 막의 경우 표면 위에 

많은 Al2O3가 코팅된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큰 입자크기

Figure 8. FE-SEM image (left side) and EDS analysis (right side) of 

Al2O3 coated TiO2 films.

를 가지는 120 h 숙성되어 제조한 보헤마이트 졸(입자크기 300 nm) 

을 이용 시 적은 함침량을 보임이 확인 되었다. 이러한 FE-SEM 결과

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상대적인 원소 함량을 EDS 분석을 통

하여 확인 하였다. 그 결과 FE-SEM 사진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는데, 

24 h 숙성되어 제조한 보헤마이트 졸로 함침 시 많은 Al의 원소가 분

석 되어 나타났다. 이때, TiO2/Al2O3 전극 표면에서는 Ti와 Al의 함량

이 97.3%와 2.7%로 분석 되었다. 그리고 숙성 조건 0 h의 경우 98.3%

과 1.7%로 분포하였고, 120 h의 경우 99.0%와 1.0%였다.

  Figure 9(a)는 Al2O3를 코팅한 TiO2 전극 막의 특성피크를 확인하기 

위해 XPS 서베이 데이터를 나타내었다. 74 eV에서 알루미늄의 auger 

특성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Ti, Al, O, C의 주 특성피크의 결합에

너지(i.e., binding energy)의 위치는 문헌에 보고된 바와 일치하였다

[23,24].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f-doped SnO2 투명 전극(FTO)에 해

당하는 피크도 일치하였다. Figure 9(b)는 Al2O3를 코팅한 TiO2 전극

의 Al 2p core level의 XPS 데이터를 나타내었다. 숙성시간 120 h 조

건에서 합성되어 제조한 보헤마이트 졸의 경우 24 h 조건에서 합성한 

보헤마이트 졸에 비해 Al에 해당하는 주 피크들이 낮았다. XPS 결과

에서도 마찬가지로 숙성 조건 120 h에서 합성되어 제조한 보헤마이트 

졸을 이용하여 이중구조의 TiO2/Al2O3 전극의 제조 시 낮은 함침량을 

보임이 EDS 결과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3.3. Al2O3를 코팅한 TiO2 전극으로 제조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특성

  숙성 시간에 따라 합성된 보헤마이트 졸을 함침하여 제조한 Al2O3

를 코팅한 TiO2 전극을 실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단위 셀로 제조하

여 광전기 화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AC 임피던스 장치를 통하

여 주파수 영역 10
3
∼10

6
, 1∼10

3
, 및 0.1∼1 Hz에서 Al2O3를 코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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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XPS Survey graphs (a) and Al 2p core level (b) of Al2O3 

coated TiO2 films.

TiO2 전극으로 제조한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를 각각 Nyquist plot을 

통해 측정하여 계면 간 저항을 분석하였다. Figur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경우 계면에서 발생되는 저항의 양은 세

미 서클의 면적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각각의 저항은 Pt/전해액간의 저

항, TiO2/Al2O3/염료/전해액간의 저항, 전해액내 산화⋅환원 요오드 이

온의 확산 저항을 나타낸다[25]. 세 번째 세미 서클은 전해질 내 전자

의 확산에 관련된 저항을 의미하므로 전자의 재생산 및 재결합 현상

을 설명할 수 있다[26,27]. Al2O3가 코팅된 TiO2 전극으로 제조한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의 경우 두 번째 세미서클에서 하나의 서클에 2개의 

서클로 나누어짐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Al2O3가 코팅되어 Al2O3 

계면 저항이 추가되어 나타남을 의미한다. 숙성 시간이 긴 조건에서 

합성된 보헤마이트 졸로부터 제조한 TiO2/Al2O3 전극의 경우 

TiO2/Al2O3/염료/전해액에 해당하는 저항이 점점 증가되는 현상이 나

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제조한 TiO2/Al2O3 광전극을 사용하여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를 제조하였다. 그리하여, 실제적으로 발생되는 전류-전압 곡

선을 Figure 11과 같은 I-V 곡선으로 분석하여 주요 인자들을 Table 

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그 결과 Al2O3가 코팅되지 않는 순수 TiO2 

전극에 비해 숙성시간 24 h 조건 하에서 제조한 보헤마이트 졸을 이

용하여 TiO2/Al2O3 전극을 제조시 높은 전류밀도(Isc)와 안정된 필팩

Figure 10. Nyquist plots of Al2O3 coated TiO2 films.

Figure 11. I-V curves of Al2O3 coated TiO2 films.

터(FF)로 높은 효율을 보임이 관찰되어졌다. 나머지 숙성 조건에서 

제조한 전극에서는 처음에는 전류밀도가 증가되어 효율이 높아지다

가 120 h 조건 하에서 제조한 전극에서는 전류밀도와 효율이 감소되

는 경향을 보였다. Figure 10에서 TiO2/Al2O3 (숙성시간 24 h) 전극의 

경우 Al2O3를 코팅한 다른 샘플들에 비해 전해액 내 산화⋅환원 요오

드 이온의 확산 저항이 낮게 측정되어지는데, 이는 다른 조건의 전극

들에 비해 전해액 내에 요오드 이온의 확산이 용이함으로 인하여 산

화된 I3

-
 이온과의 재결합 현상을 감소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이때 효

율은 TiO2로만 제조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에 비해 약 15% 정도

(7.8% → 9.0%)로 효율이 향상되었다.

4. 결    론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에서 재결합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서 숙성 조

건을 통한 합성 보헤마이트 졸의 입도크기를 조절하였다. 이렇게 제

조된 졸 용액을 이용하여 TiO2 전극에 Al2O3의 함량을 달리하여 

TiO2/Al2O3 전극을 제조할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하여 TiO2/Al2O3 전극

특성과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에 있어서 광전기적 특성을 조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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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otocurrent-voltage of Solar Cells for Al2O3 Coated TiO2 Films in Dye-sensitized

ISC [mA/cm
2
] VOC [V] FF [%] η [%]

TiO2 film 16.70 0.71 0.66 7.8 

TiO2/Al2O3 (aging : 0 h) film 17.98 0.70 0.66 8.2 

TiO2/Al2O3 (aging : 24 h) film 20.00 0.67 0.67 9.0 

TiO2/Al2O3 (aging : 120 h) film 16.64 0.72 0.63 7.6 

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TiO2/Al2O3 전극 제조를 위해 함침용 보헤마이트 졸 제조 시 90 

℃ 조건에서 숙성시간을 0∼120 h까지 조절하여 입도 분포를 20∼300 

nm 까지 조절할 수 있었다. 또한 결정은 γ 형태의 Al2O3 결정을 가지

고 있었다.

  2) 제조된 TiO2 전극 막의 경우 500 ℃ 소성시 대부분 상이 아나타

제 결정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전극 막의 표면은 전자가 이동하기 

용이한 넥킹이 잘 발달되어 있고 많은 염료의 흡착을 위한 세공 또한 

발달되어 있었다. 

  3) 함침된 보헤마이트 졸을 이용하여 TiO2/Al2O3 전극 제조 시 24 

h 숙성된 보헤마이트 졸로 코팅 막을 제조할 경우 많은 Al2O3의 코팅 

함량을 보였다.

  4) TiO2/Al2O3 전극을 이용하여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로 제조한 결

과 전류 밀도와 필팩터가 증가되어 순수 TiO2 전극으로 제조한 전지

에 비해 15% 정도 효율 증가하였으며, 이때 최고 효율은 9.0%였다. 

이러한 결과는 염료에서 여기된 광전자가 전해액 내 산화되는 요오드 

이온과의 재결합 현상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염료감응형 태양전

지에서 전류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전류의 발생량을 안정하게 유지시

킨 결과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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