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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화석연료의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온실가스에기인한기후변화등의우려는지속가능

하고환경친화적인에너지원의개발의시급성을부

각시키고있다. EIA (2010) 의발표에의하면화석연
료에의한 CO2의배출량이세계적으로 2007년부터
2035년까지 320억톤에서 420억톤으로증가할것으
로 예측하고 있다 [1]. CO2로 대표되는 온실가스의

증가는세계적인기후변화를초래할것이며이에따

른사회, 문화적인급격한변화가우려되고있다. 지
난세기부터이에대한대처방안으로태양에너지의

이용에대한연구와사회적적용이활발히진행되고

있다. 단위시간당지구에도달하는태양에너지는약
4.3 × 1020 J로써이는전지구적소모량 4.74 × 1020 J
(2008년기준)으로평가할때 10%의에너지전환효
율을가진태양전지기준으로지표면에도달하는태

양에너지의 0.1%의이용은현재에너지요구량을충
족시킬수있다 [2].
일반적으로 태양전지는 p-n 접합 반도체 태양전

지들과 유기물 기준의 엑시톤 태양전지 (Organic
based exitonic solar cell, OESCs)로 구분할 수 있는
데 OESCs는 폴리머 태양전지 (Polymer solar cell),
염료감응태양전지 (Dye sensitized solar cell, DSSC)
그리고융합태양전지 (Hybrid solar cell) 등이포함
된다 [3]. 표 1에나타낸것과같이다양한태양전지
중염료감응태양전지는비교적높은경제성과태양

에너지의 전기에너지의 전환효율의 증가 가능성과

함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태양에너지의이용에

대한대안적인기술로서유망한분야로기대되고있

다. 1991년 O’Regan과 Grätzel에 의해 TiO2의 나노

구조를기본으로하는염료감응태양전지를처음발

표한이래 TiO2, ZnO, SnO2, Nb2O5, SrTiO3 등의 n-
형반도체들의합성등으로효율적인광전극의개발

과 효과적인염료 개발에 따른 에너지전환 효율의

상승을이루고있다. 
본고에서는염료감응태양전지의원리와함께평

가방법, 그리고광전극으로사용되는주요한물질인
TiO2와그효율의증가를위한최근연구방향을고

찰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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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염료감응태양전지의 장점과 단점.

장장점점 단단점점

•불순물에 대한 민감도가 낮으므로 일반적인

환경조건하에서제작가능

•비진공상태와 낮은 온도 조건에서 연속적인

공정 (Screen printing, Spraying, Pressing,
Roll-production)에의한대량생산가능
•제작시온도의제한이작음

•태양빛의입사각에대한민감도가작음

•물질선택의폭이넓기때문에광전기적특성

의변조가가능

•가볍고, 유연성, 고정성등의제작이가능하여
활용범위가넓음

•p-n 접합형보다저렴

•에너지 전환

효율은 많은

Rate limiting
factors에의존
•p-n 접합 셀에
비해 휘발성

화합물의 존재

때문에 생존

주기가짧음. 
•TCO의제한성
•높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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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염료감응 태양전지

그림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염료감응태양전지의
기본 구조는 투명 전도성 산화물 (Transparent
conduction oxides, TCO)에코팅된다공성금속산화
물에염료를흡착시킨작업전극 (광전극)을양전극
으로 하고, TCO에 백금 (Pt) 등 전도성 촉매물질을
코팅한 상대전극을 (음전극) 사이에 전해질을 충진
한샌드위치방식으로제작된다. 일반적으로 TCO로
써 FTO (Fluorine doped indium tin oxide)를사용한
다. 광전극에코팅되는금속산화물로써주로사용되
는 TiO2의 경우 3.2 eV의 넓은 밴드갭 에너지
(Bandgap energy, Eg)을가지고있기때문에자외선
영역에서만이 광활성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은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적외선과 가시광선의

흡수가어렵기때문에장파장의광에너지에서활성

되는감응제를사용하게된다. 그러므로광전극으로
사용되는 반도체의 경우 감응제 즉, 염료의 LUMO
수준에 비해 낮은에너지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

며염료의흡착에적합한높은표면적이요구된다. 
금속산화층으로큰표면적으로가진나노구조인

다공성 TiO2 필름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

다. 염료의 경우 bipyridine ruthenium complex인
cis-diisothiocyanato-bis(2,2’-bipyridyl-4,4’-
d i c a r b o x y l a t o ) r u t h e n i u m ( I I )
bis(tetrabutylammonium) (N719), cis-bis(isothiocya-
nato)bis(2,2’-bipyridyl-4,4’-dicarboxylato)-

ruthenium(II)(N3), 그리고 cis-disothiocyanato)bis(
2,2’-bipyridyl-4,4’-dicaroxylic acid)-(2,2’-bipyridyl-
4,4’-dinonyl)ruthermium (II)(Z907) 등이 사용된다
[4]. I-/I3-, Br-/Br2, SCN-/(SCN)2, SeCN-/(SeCN)2,
bypyridine cobalt(III/II) complex 등의 산화환원쌍
(Redox couple)을포함한전해질을사용한다 [5]. 염
료의광활성에의해여기된전자는 TiO2 층으로전

달되며 TCO를통해상대전극으로전자가이동되면
이 전자는전해질 속의 산화환원쌍중 산화된 종들

의환원을일으킨다. 이환원종은다시광활성된염
료에의해다시산화종으로전환되어지속적인전자

의재생산을통해광에너지를전기에너지로전환한

다. 이러한 기본기전을 가지고 염료로부터 TiO2 층

으로 전자전달 기전을 바탕으로 염료감응태양전지

는 Type-I과 Type-II로구분할수있다. Type-I의경
우광여기된염료의 LUMO 레벨로부터금속산화물
의전도대 (Conduction band, CB)로전자가전달되
는 일반적인 기전을 가진다. 반면에 Type-II에서는
Enediol group, Catechol, 그리고 Dopamine,
Fluorine, and anthocyanines과 같은 Catechol 유도
체들이염료와금속산화물의직접적이고강력한전

자전달밴드를구축한다. 그러므로염료의 HOMO
레벨에서 금속산화물의 전도대(Cnduction band,
CB)로 전자의 직접전달이 가능해진다 (One-step
electron injection) [6]. 이 두 가지 기전으로 전달된
전자는 Pt 상대전극에포집되어산화환원쌍 (Redox
couple) 중산화된종 (예, I3-)들을환원시켜 I-를재생

산한다. 
광조사조건에서염료감응태양전지의실행동안

기본적으로광전극과상대전극즉, 금속산화물의페
르미준위 (Fermi level)와전해질의산화환원쌍의포
텐셜에너지 사이에 차이가 일어난다. 이 차이에 의
해광전자의흐름이유도되며광에너지는전기에너

지로 변환이 일어난다. 그러나 Type-II 염료감응태
양전지의경우 Type-I 보다염료에서금속산화물로
전달된 전자가 전해질 또는 염료와 다시 반응하는

재결합 반응 (Back reaction)의 가능성이 증가된다
[7]. 그러므로본고에서는 Type-I 염료감응태양전지
를중심으로금속산화물과그들의합성물질의적용

에대해서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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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염료감응전지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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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반응기전 광전기 화학적 특성

염료감응태양전지의 광전기적 실행은 금속산화

물과염료그리고전해질들의계면들에서일어나는

반응들에 (표2) 큰영향을받는다. 염료의 LUMO 레
벨이금속산화물의전도대보다높은포텐셜준위에

위치하기때문에광조사에 의해염료의 HOMO 레
벨에서 LUMO 레벨로여기된전자 (식 1)는금속산
화물의 전도대로 주입된다 (식 2). 광전극에 전자의
주입에 의해 금속산화물의 페르미레벨은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고정된 산화환원쌍의 포텐셜 준위와의

차이가 상승하므로 전지의 개방전압 (Open circuit
voltage, Voc)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금속산화물
의전도대로 주입된 전자의 일부는 전해질 또는 염

료와의재결합반응에소모된다 (식 5,6). 
식 1-6에서나타낸각반응들의영향인자들과제

시된연구결과들을정리하면그림 1에제시한것과
같이 8가지로정리할수있다 [8]. 

①염료의여기속도는염료가흡수할수있는광

자의수에의해결정되며그광자의수는염료

의흡광파장, 태양광의강도, 그리고염료의흡
수단면적등에의해영향을받는다.

②염료의 HOMO에서 LUMO 수준으로 여기된
전자는 이완과정 (Relaxation) 또는 복사 과정
(Radiative recombination)을 통해 다시

HOMO 수준으로재결합될수있다. 그림 1(2)
에이반응의반응상수를 k1으로나타내었으며

이완과정은일반적으로나노초 (Nano-second)
수준에서일어나고 k1의값은약 107-1010 s-1의

범위로보고되었다 [9].
③이러한 이완 또는 복사반응은 여기된 전자가

염료의 LUMO 준위에서 다른 분자로의 전이
를위한엑시톤확산길이 DEXT의정도에영향

을받는다. 
④염료의전이된전자는금속산화물로주입되고

그반응에관계된속도상수 (k2)로써표시되고
이것은 이 전자전달은 일반적으로 수 피코초

(Pico-seconds) 사이에서 일어난다 (Electron
injection>10-12 s-1) [10].

⑤주입된전자의금속산화물의전도대에서투명

전도성 산화물로의 전달된다. 이것은 전자의
확산계수(De)와전자의생존시간 (Lifetime, τe)
에의존된다.

⑥산화된염료와금속산화물의전도대의전자의

재결합 (계면전하재결합)으로광전자의소모
가이루어지고그속도상수 k3로나타내었다.
이전하재결합은마이크로초 (μs)에서밀리초
(ms)의 시간 단위에서 일어나고 그 재결합 율
은광전극의전자밀도, 광강도, 그리고전지전
압 (Cell voltage) 등과밀접한상관성을보인다.
금속산화물/염료/전해질의 계면에서의 에너
지 상태와 금속산화물의 전자밀도 (페르미준
위)과큰관련성을가진다. 

<< 테마기획 : 태양전지

표 2. 염료감응태양전지의 기본 기전들.

Excitation (1)
Injection (2)

Regeneration (3)
Reduction (4)

Recombination (back reaction) (5)
Recombinatio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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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역전자전이 (Back electron transfer)는 전해질
의산화된종 (I3-)과광전극의전도대로주입된
전자와의 반응을 의미하고 그 속도 상수 k4로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이 반응은 다른 반응
에비해매우느리다 (ms~s). 그속도상수는전
해질의농도와점도뿐만아니라염료의구조에

큰연관정도를갖는다 [10].
⑧전해질의산화환원쌍으로부터산화된염료로

의 전자 전달은 염료의 재생산을 위한 반응이

며그속도상수 k5로약나노초시간단위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어떠한 재결합 반응에 비해
100배이상빠르며산화된염료의본질적인생
존시간에비해 108배빠르다 [10].

대표적인염료중의하나인 N719의경우계면전
하 재결합과 염료재생산 속도상수는 각각 k3 = 1.4
× 103 s-1과 k5 = 1.1 × 105 s-1으로보고되었다. 또한
전자의주입속도상수 (k2 > 1.4 × 1011 s-1)는재결합
속도상수에비해매우빠르다 [10]. 또한염료분자나
나노물질의경우정공과전자의가상입자인엑시톤

의 반지름은 보어반지름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엑시톤 확산은 무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
로 고려될 수 있는 주요 영향인자는 염료 여기과정

①과 금속산화물로 광전자의 주입 ④, 그리고 전해
질과의재결합⑦등으로염료-광전극, 그리고광전
극-전해질 계면에 관계된다. 즉, 염료감응태양전지
의실행에서금속산화물광전극의중요도는전해질

과염료보다크기때문에광전극의역할은그전지

의에너지효율개선을위해매우중요하다고할수

있다.

4.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광전기 화학적 특성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시스템으로고려할수있으므로그시스템

의이해는전기화학적특성뿐만아니라광화학적특

성의이해에기반을가진다고할수있다. 이러한특
성들은광전기전류(I-V) 측정, 전기화학적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 (EIS) 그리고 Incident photon to
conversion efficiency (IPCE) 등의 분석방법들에 의
해평가되고있다 [11]. 

4.1  I-V 특성
광전기전류의측정은온도 25℃, 1000 w/m2의전

류밀도, 그리고 AM 1.5인특정한광조건등에서그
태양전지의 전기적 출력을 평가한다. 또한 이 측정
에서개방전압 (Open circuit voltage, Voc), 단락전류
(Short circuit current, Isc), 그리고 Fill Factor (FF)의
평가로식 7에의해이태양전지의효율 (Efficiency,
η)이결정된다.  

(7)

여기서 PMAX, 그리고 Pin는각각태양전지최대전

력과조사되는광원의전력, Jsc, Voc, 그리고FF는단락
전류밀도와개방전압, 그리고Fill Factor를나타낸다. 

Voc은 그림 1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광전극의 페
르미준위와 산화환원쌍의 전기화학적 포텐셜의 차

이를의미하므로광전극과전해질사이에정해지는

물질들에의해본질적으로정해지는부분이다. 그러
나 Voc은 광전극의 전자와 산화된 감응제 (염료) 그
리고전해질과의재결합과염료의흡착방식에밀접

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자의 재결합 반응에

의한 Voc의감소를유발한다. 의경우전지

시스템에 적용된 포텐셜이 0일때 단위면적당 흐르
는 전류를 나타내고 표준상태에서의 금속산화물에

흡착된염료의양, 전해질존재하에다공성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들, 그리고 염료의 분자 구조 따라
결정된다 [12].

FF는광전변환장치의이상성을나타내는지표로
서식 8에의해산출된다. 

(8)

FF는 광전압의 증가에 따른 광전류의 감소를 측
정하는것으로이상적으로광전극에서생산되는전

자는모두외부회로를통해상대전극으로전달된다.

Special T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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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재결합반응 (k3, k4)에의한전자의손실은 FF
를감소시킨다. 그리고 TCO|광전극의계면에발생
하는 직렬저항 (Series resistance)과 FTO 등과 같은
TCO의면저항 (Sheet resistance) 등또한 FF의감소
의주요한원인이다. 특히직렬저항은개방압력근
처의 I-V 커브의기울기로부터결정될수있다. 위의
요소들에의해결정되는에너지전환효율은낮은태

양광 조사에서 높은 Jsc, Voc, 그리고 FF에서 증가된
다. 결과적으로다공성금속산화물의네트워크의정
도는위에서언급된모든요소들에영향을준다. 그
러므로다공성네트워크의효율성의개선은염료감

응태양전지효율증진을위한핵심부분이다.

4.2  전기화학적임피던스스펙트로스코피 (EIS)
임피던스분석은전기화학시스템에서의전자전

달속도론의연구에중요한결과를제시하지만염료

감응태양전지와 같이 복잡한 체계에서의 임피던스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적절한 모델이 필요하다. 그
림 2에 염료감응태양전지의 임피던스 분석에 필요
한등가회로 (Equivalent circuit)를나타내었다. 
그림 2의 회로도로부터 Cμ(=cμL)은 Fermi level

의 함수로써 전자밀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화학적

커패시턴스 (Chemcial capapcitance), CTCO와 CPt는

각각 TCO|TiO2|전해질 계면과 상대전극/전해질
계면에서의 커패시턴스(capacitance) 이다. Rt (=

rtL)와 Rr (= rr/L)는각각전자이동저항과 TiO2|전
해질의 계면에서 전자 재결합에 관계된 전하-전달
저항이다. 또한 Rs는 TCO의전자전달저항을설명
하는직류저항, RTCO는코팅되지않은 TCO의층으
로부터전해질까지의전자재결합반응에대한전하

전달저항이다. 마지막으로Zd(sol)과RPt는각각전해

질의 Redox 물질들의 확산 임피던스와 상대전극|
전해질 계면에서의 전하 전달 저항을 나타낸다. 이
등가회로는 정상상태 (Steady state)에서 외부로부
터 전가되는 포텐셜의 변화에 따라 전자의 페르미

준위의 내부적 분포가 대응되는데 이 변화는 다음

식 9에 나타낸 것과 같이 확산-반응 모델로 나타낼
수있다 [13]. 

(9)

여기서 는일정한층내에확산을위

한 특징적인 주파수이다. Dn은 전자의 확산계수,
는 재결합 속도상수, ω는 전이되는 시간과

생존시간을위해일반적으로이용되는변수의역수

이다. 
그림 3은 식 9에 대응되는 임피던스 스펙트럼의

이론적형태를나타낸것이다. 이그림은 TCO에코
팅되지않은부분, Pt 전극그리고전해질내에서확
산효과등을고려하지않고단지전자전달저항 Rt
의변화를나타낸것이다. 재결합률이낮은상태즉,
Rt < Rr (or ωk < ωd) 인상태의낮은주파수의조건에
서식 9는반원의형태에서곡선 1과같이직선의형
태까지나타낸다. 반면 Rt≫ Rr인경우즉, 재결합이
매우큰경우식 9는곡선 8과같이나타난다 [14]. 
등가회로에서다른임피던스요소들은전상상태

의 광조사와 포텐셜에따라 강한 변화를 보일운반

자들 (Carriers)정의 분포와 이 분포에 영향을 주는
금속산화물의 상태이다. 이 점 때문에 임피던스 분
석에의해광전극의중요한정보를유도할수있다.
반도체표면에흡착된염료분자는전자주입속도를

조절하고재결합영역을감소시킨다. 이것은일반적
으로 광전극-전해질 사이의 전자의 재결합반응
(Back reaction)이 산화된 염료 분자와의 재결합

<< 테마기획 : 태양전지

그림 2. 일반적인 염료감응태양전지의 임피던스와 등가
회로의 전자 전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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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bination)보다우세한원인이다. 그러므로염
료분자는임피던스스펙트럼에적용되는페르미준

위의변조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지않는다 [15]. 
낮은포텐셜에서임피던스스펙트럼의주요한특

징은 원점에서 어떤 양 Rs까지 단순한 반원으로 나

타나지만높은주파수에서이반원의변형이일어난

다. 이효과는상대전극에서전하이동저항 RPt과이

중층커패시턴시CPt의조합효과에의해일어난다.

이경우완전한셀을통해흐르는전류는매우작기

때문에 의확산효과는매우작기때문에 Zd(sol)은

무시가능하다. 중간정도의포텐셜에서의 Rt < Rr의

조건의스펙트럼을나타낸다. 높은주파수에서는직
선의 형태를 보이며 이것은 재결합율 저항 Rr이 매

우크다는것을나타내는반면에낮은주파수에서는

반원을보인다. 이것은 Rr > Rt를나타내므로전자의

생존시간이전달시간보다빠르다는것을의미한다

(Lifetime > transit time). 반대의경우 Rr < Rt에서나

타나는임피던스는재결합율과밀접한관련이있다.
즉, Dark 조건에서Rr은급격히감소된다. 더많은포
텐셜을가할때금속산화물의페르미준위는전도대

에 근접하게 되고 전자 밀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Rr
와 Rt는 감소한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포텐셜에서
TiO2는충분한전도체가되고 Rt는무시가능하게되

며 Cμ≫ CTCO가된다. 즉, TiO2내의화학적커패시

턴스가 TCO|TiO2|전해질 계면에서의 커패시턴스
보다크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 TiO2 내에전자

의생존시간의증가를의미하는것이다. 

4.3  Incident photon to conversion efficiency (IPCE)
IPCE는 식 10과 같이 단락전류 조건에서 주어진

파장에서 조사된 광자당 외부 도선을 통해 흐르는

전자들의수로정의된다 [16]. 

(10)

여기서 I(λ)는측정된전류, Pin(λ)는입력전력, 그
리고λ는조사된광의파장 (nm)이다. 염료감응태양
전지의높은효율을위해서는높은 IPCE 값이요구
되며높은비표면적을가진금속산화물의다공성네

트워크의구성이선결조건으로이루어져야한다. 

5. 염료감응태양전지의
광전극으로써의 TiO2

금속산화물의 전도대의 에너지 레벨이 염료의

LUMO 레벨보다낮을뿐만아니라염료분자궤도
에서의전자밀도가금속산화물의전도대의전자밀

Special Thema

(a)

(b)

그림 3. (a) 다양한 Rr와 고정된 Rt의 조건에서 식 1에

대응된 임피던스 스펙트럼의 시뮬레이션, (b)
곡선 5-8을 확대; 곡선 1 : Highest Rr, 곡선

8 : Lowest Rr, 곡선들 1-5: Rt < Rr, 곡선들

7-8: Rt > 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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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다 높기 때문에 에너지뿐만 아니라 엔트로피

측면에서 염료에서 생성된 엑시톤이 염료|광전극
계면에서분리된다. 이러한시스템후보금속산화물
로는 2원화합물로 TiO2, ZnO, Fe2O3, ZrO2, Nb2O5,
Al2O3, 그리고 CeO2와 3원화합물로는 SrTiO3 그리

고 Zn2SnO4이존재한다. 이들중 TiO2, ZnO, 그리고
Fe2O3는 3d 전이금속산화물, ZrO2와Nb2O5는 4d 전
이금속산화물, Al2O3는 p-블럭금속산화물, 그리고
CeO2는 f-블럭금속산화물이다 [11]. 

TiO2의가전자대는주로 Ti 3d 상태와혼성된산
소의 2p 궤도함수들로 구성되지만 전자대는 Ti 3d
궤도함수만으로 구성된다. 즉, 가전자대 (Valence
band)와 전도대 (Conduction band) 내의 전자들의
위치와원천이다르므로전자들이가전자대로다시

전이될 가능성 즉, 전자와 정공의 재결합 가능성은
감소된다. Fe2O3의경우는 가전자대와전도대모두

3d 상태에존재하므로전자와정공의재결합가능성
이 증가한다. 3d궤도함수를 모두 채우고 있는 ZnO
는단지 d 궤도함수들로가전자대를구성하며전도
대는혼성 s-p 궤도함수로구성된다. ZnO의전자배
치는가전자대와전도대에서다르기때문에전자와

정공의 재결합 가능성은 감소된다. 그러므로 전자
배치의 관점에서 TiO2와 ZnO는 3d 금속산화물 중
에광전극으로가장적합한물질이다 [17]. 
다른 금속산화물 중 Al2O3, ZrO2, 그리고 Nb2O5

의밴드갭에너지는각각약 6.6, 5.0, 그리고 3.5 eV로
써실온에서절연체이고전도도역시매우낮다. 그
러나 Nb2O5의경우 n형반도체로서 TiO2와유사한

밴드갭에너지를가지고있으며전도대는주로 Nb
의 4d 궤도로구성되며가전자대는산소의가능성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TiO2, ZnO, 그리고 Nb2O5는

그들의전자밴드구조관점에서광전극으로써좋은

후보물질이된다. 
TiO2는비교적저렴하고풍부하며무독성이며높

은생체적합성을보이는금속산화물반도체로써광

전극의기본물질로서뿐만아니라의료용품에서페

인트 등에 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TiO2는

자연적으로 Rutile (Eg = 53.05 eV), Anatase (Eg =
53.23 eV), 그리고 Brookite (Eg = 53.26 eV) 등 3가지
결정형태로 존재하며 Rutile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

고안정하다. Brookite 형은실험실수준에서합성하
는것이매우어려운반면 Rutile과 Anatase 형은비
교적쉽게제조될수있다. Anatase 형의페르미준
위는 Rutile보다 0.1 eV 높기때문에염료감응태양전
지의 Voc관점에서Anatase가광전극으로유리하다.
그러나 Rutile 결정형이효과적으로광산란을일으
키고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Rutile을 이용한 경우
Anatase에비해 Jsc가약 30% 정도낮은데이것은낮
은표면적으로인해염료의흡착량의감소에기인한

다 [18]. 최근에는산란효과에의한광이용률을개선
하기위해광전극물질로써Anatase와Rutile을적정
하게혼합하는연구가진행되고있다 [16]. 염료감응
태양전지의효율증진을위한연구경향은크게전자

전달적 측면과 TiO2의 전기적 특성의 변조 그리고

나조구초체의 변형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

다. 

5.1  TiO2에서전자전달
물질에서의 전자 전달은 그 물질의 밴드 구조에

의해조절되므로분자결합특성과연관된다. TiO2와

같은 이온성 화합물의 경우 작은 폴라론 (Polaron)
즉, 강한전자-포논 (Phonon)쌍의형성에의해분자
에서플라론의편재가이루어지고결과적으로편극

상태를일으킨다. 이러한결합상태에서열이나다른
에너지에 의한 활성화 과정에 의해 전자의 직접적

이동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약한 전자-포논쌍의 형
성은분자에서의플라론의편재성의약화때문에편

극정도의 감소에 의한 밴드형 행동 (Band-type
behavior)을보인다. 벌크 (Bulk) 반도체의전형적인
전자이동 기전은 이 밴드형 행동에 의해 설명된다

[11]. 
소결된나노결정필름에서전자전달은입자전

도성, 입자들사이의전자쌍, 입자들의조합특성등
나노입자의특성에의존된다. TiO2의엑시톤보어지

름은 1.5 nm이고이것은전자띠의전자들이이산적
인상태로분열되는양자크기효과를나타내는크기

의이하수준이다. 일반적으로염료감응태양전지에
서사용되는 TiO2는 10-25 nm로써엑시톤보어지름
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확장된 전자적 상태들의밴

드유지를위한높은표면적을보이는벌크결정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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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로서 고려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밴드갭 내
에위치하는나노물질의표면상태들은불순물들과

의불포화결합으로부터일어난다. 그러나 TiO2의경

우 10-25 nm의나노입자의표면상태의성질은아
직명확하게설명되지않고있어이분야의많은연

구가필요하다 [11]. 
엑시톤 보어지름 보다 큰 입자의 경우는 결점

(Defect)의 높은 밀도를 가지는 벌크물질로서 고려
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단결정
Anatase의확산계수는 ~0.5 cm2/s 인데반해결정형
얇은필름에서는 0.1 cm2/s로감소된다 [19]. 25 nm
이하의 나노입자의 확산계수는 단결정보다 약 4배
정도낮다. 즉, 나노물질의전자이동은표면원자들
로부터일어나는에너지상태들을통한전자전달은

트랩핑-디트랩핑 (Trapping-detrapping)의 과정 때
문에 느려진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나노결정에서
~107 트랩핑을 통해 이동된다. 이러한 과정은 확산
계수의 감소를 일으킨다. 트랩의 밀도는 전자 전달
속도에영향을주며또한광운반자 (Photocarrier)는
일반적으로높은트랩에서산발적인소멸을보인다

[20]. 운반자의이동길이는 ~100 nm로써입자크기
보다 크다. 이것은 전자가 다공성 네트워크를 이동
하는동안트랩핑과디트랩핑을통한다는것을의미

한다. 

5.2  전기적으로변조된 TiO2 광전극
TiO2의전자전달특성을개선하기위해 TiO2 기

반의 합성 전극, Core/shell 구조, 그리고 도핑
(Doping)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TiO2-
Nb2O5 시스템에서 Nb2O5의함량이증가할수록 FF
가증가한다고알려졌다. 이것은운반자의재결합으
로 인한 전자의 잃음을 감소시키는 결과로서 단락

저항 (Shunt resistance)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21]. 또한 Nb2O5의높은전도대에너지로인한 Voc
의증가하였다. 그러나이합성전극의 BET 분석결
과 TiO2보다작은표면적을보였다. 이결과와 TiO2
증가에 따른 합성전극의 Jsc의 증가로 설명된다.
TiO2-ZrO2의 합성전극에서 모든 광전기적 변수의

증가를보였다. 반면에 TiO2-GeO2의경우 TiO2전극

에비해 FF의감소가보고되었다 [22].

TiO2에넓은밴드갭물질을도입함으로써전극을

Core(TiO2)/shell의구조로수정한경우전극에주입
되는전자를 TiO2에한정시키는효과가보고되었다.
15 nm TiO2에 ZrO2(Eg = ~ 3.13 eV), Al2O3 (Eg = ~
3.23 eV), 그리고 SiO2 (Eg = ~ 2.79 eV)를코팅한혼합
전극을 사용한 경우 FF와 Jsc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또한전자의확산길이가다공성 TiO2에서 ~17.3 nm
에서 TiO2-Nb2O5 Core/shell구조에서 ~ 23.8 nm까
지의증가가보고되었다 [21]. 또한ZnO와같이 TiO2
와 유사한밴드갭 에너지 물질은염료 고정에 의해

전도대에너지준위의상승에의한 Voc의증가가예

상된다 [21]. 

5.3  1차원 TiO2 나노구조체
염료감응태양전지에서전자전달경로의단순화

를 통한재결합의 감소를 위한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 즉, 전자전달의확산계수의증가를위해광전
극의나노물질을나노튜브와나노로드, 나노와이어,
그리고 나노파이버와 같은 1차원적 나노구조체를
형성하는것이다. 최근의나노튜브기반의염료감응
태양전지의경우전자전달시간이나노입자기반의

전지에비해유사하였지만재결합률의감소가보고

되었다 [23]. 이것은나노튜브에서상당한전하포집
효율의 증가를 의미한다. 반대로 나노튜브 기반의
전극은 편재성 또는 마이크로크랙 (Microcrack)의
가능성을증가시키는데이는전극에염료고정과전

자전달에영향을준다. 

6. 결 론

염료감응태양전지의기본구성은간단하지않으

며 그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반응들은 매우 복잡

하다. 현재이전지의효율은높지않다. 이론적으로
약 32%의최대에너지변환효율과는큰차이를보이
고있다. 본고에서는그원인과효율개선을위한최
근의연구동향을광전극특히 TiO2를중심으로알아

보았다. 기본적으로 TiO2는광전극으로써적합한물

질이지만그태양전지의구성물질간에형성되는각

계면에서의일어나는전자전달의비효율성이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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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광전극의효율을감소시킨다고할수있다. 그
러므로나노물질의전자전달의문제점등을다른물

질들과의합성에의한 TiO2의전기적변조와형태의

변형등으로나노구조체가내재적으로가지는전자

전달의문제를개선하기위한연구가진행되고있으

나 TiO2 나노물질의 표면상태 등의 명확한 규명을

위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염료감
응태양전지에관련된논문과특허들을통해개선요

인들에대한연구결과와제안등이보고되고있으며

많은 결과들은 그 태양전지의 효율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하고있다. 본고의논의는최근결과들의정
리로써 염료감응태양전지의 에너지 변환효율의 개

선을위한연구방향을설정하는데긍정적인효과를

제시할것을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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