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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ye-sensitized solar cells (DSSCs) based on titanium dioxide (TiO2)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because of their promising low-cost alternatives to conventional semiconductor based solar cells. DSSCs consist 

of molecular dye at the interface between a liquid electrolyte and a mesoporous wide-bandgap semiconductor 

oxide. Most efforts for high conversion efficiencies have focused on dye and liquid electrolytes. However, 

interface engineering between dye and electrode is also important to reduce recombination and improve 

efficiency. In this work, for interface engineering, we deposited semiconducting ferroelectric BiFeO3 with bandgap 

of 2.8 eV on TiO2 nanoparticles and nanotubes. Photovoltaic properties of DSSCs were characterized as a 

function of thickness of BiFeO3. We showed that ferroelectric BiFeO3-coated TiO2 electrodes enable to increase 

overall efficiency of DSSCs, which was associated with efficient electron transport due to internal electric field 

originating from electric polarization. It was suggested that engineering the dye-TiO2 interface using ferroelectric 

materials as inorganic modifiers can be key parameter for enhanced photovoltaic performance of the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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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료감응형 태양 지 (dye-sensitized solar cells, 

DSSCs)는 고효율의 기화학  태양 지로 기존의 

반도체 기반 태양 지에 비해 낮은 제조 단가와 쉬운 

공정과 응용분야의 다양성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1-3]. 염료감응형 태양 지는 주로 나노

다공성의 산화물 반도체 TiO2 극, 감응형 염료, 



기 자재료학회논문지, 제26권 제3호 pp. 198-203, 2013년 3월: 주호용 등 199

해질, 상 극으로 구성된다. 지에 태양 이 조

사되면, 산화물 반도체 표면에 흡착된 염료에서 태양

을 흡수하여 자를 발생하고 이 자는 산화물 반

도체의 도 로 달되어 상 극까지 이동하며, 

해질의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재결합이 이루어진
다 [3].  

재 염료감응형 태양 지의 효율 향상을 한 다

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4-7]. 주로 산화물 반

도체, 염료, 해질, 상 극 등 각각의 상 신물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화물 반도체 련 연구에

서는 극의 표면 개질과 나노구조체를 이용하여 

극의 비표면 을 높여 염료 흡착량을 증가시켜 

에 지 변화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법이 최근 

보고되고 있다 [5,6]. 한편 이러한 연구에서는 산화물 

반도체와 흡착된 염료 사이에서의 자의 효과 인 

달 과정은 효율 향상에 요한 요소가 된다 [7]. 따

라서 산화물 반도체 TiO2와 염료 계면의 특성 변화는 

염료감응형 태양 지의 류 특성  효율에 큰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화물 반도체 산화티타늄 나노분말 

(TiO2 nanoparticles, TNP)과 나노튜  (TiO2 nanotubes, 

TNT) 에 펄스 이  증착법 (pulsed laser deposition, 

PLD)을 이용하여 강유 성 반도체 BiFeO3 (BFO) 박막

을 성장하여 산화물 반도체와 염료 계면을 변화시켰

다. 강유 체 BiFeO3는 2.8 eV의 밴드갭을 갖는 산화

물 반도체로 가시 선을 흡수하여 자와 공공을 생

성할 수 있으며, 자발 기 분극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내부 기장에 의한 기 효과를 보인다 [8]. 따

라서 극 TiO2와 염료 사이에 강유 체 박막을 도

입하여 가시 선 빛 흡수와 강유 체 박막의 내부 

기장을 통해 효과 인 자 달을 유도하여 효율

을 개선하고자 하 다. 한 증착시간을 조 하여 

BFO의 박막 두께에 따른 류특성과 효율을 비교 

분석하 다.    

 

2. 실험 방법

2.1 BiFeO3가 코 된 TiO2 극 제작

 TiO2 극은 나노분말과 나노튜 를 이용하여 

제조하 다. TiO2 나노페이스트는 평균 입자 크기가 

20 nm인 나노분말을 이용하 다. TiO2 나노튜 는 

양극산화법을 이용하여 제조하 다 [9]. 양질의 TiO2 

Fig. 1. Photography of TiO2 nanotube (TNT) membrane 

fabricated by anodizing method.

나노튜 를 제조하기 하여 총 3번의 양극산화를 진

행하 고, 모든 양극산화는 15℃, 60 V에서 이루어졌

으며, 해질로는 0.2 wt.% 루오르화암모늄과 2 

vol.% 탈이온증류수 (deionized water)를 함유한 에틸

클리콜 (99.5%) 사용하 다. 해질에 담가져 있는 

양극에 Ti 기 , 음극에 Pt 기 을 연결한 후 1시간 

동안 1차 산화를 진행하 다. Ti 기 에 생긴 1차 산

화막은 튜 의 모양이 매우 불규칙 이어서 에탄올과 

탈이온 증류수에서 40분 간 음  세척을 진행하여 

물리 으로 나노튜 를 제거해 주었다. 3시간 동안 2

차 산화를 진행한 후 500℃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를 

통해 anatase상의 결정구조를 갖는 TNT 산화막을 

제조하 다. TNT 산화막을 Ti 기 으로부터 분리하

기 해 3차 산화를 15분 간 진행한 후 과산화수소

(33%)에 10분 동안 담지하 다. 

그림 1은 제조된 TNT 산화막의 학 이미지이다. 

일정한 크기의 TNT 산화막을 얻을 수 있었다. 

극은 도성 유리 기  SnO2:F (FTO, TEC8, 

Pilkington, 8 Ω/□, 유리두께 : 2.3 mm) 에 TNP와 

TNT를 코 하여 제조하 다. TNP는 doctor-blade 

방법으로 코 하 다. TiO2 총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해 TNT를 이용한 극은 TNP을 페이스트 형태

로 하여 5 μm로 코 하 고, TNP만을 이용한 극

은 24 μm로 코 하 다. TNP의 소결을 해 500℃

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하 다. TNP와 TNT를 이용

한 극 에 PLD를 이용하여 강유 체 BFO 박막

을 증착하 다. 박막 두께 조 을 하여 증착 시간

은 15분 (BFO15), 30분 (BFO30), 45분 (BFO45), 60

분 (BFO60)으로 변화시켰다. 15분 증착된 박막 두께

는 약 100 nm이다. PLD (KrF excimer laser)는 이

 워는 200 mJ, 증착 온도는 500℃, 20 mTor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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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분 기에서 이루어졌다. 박막의 결정성의 향상

을 해 산소 분 기에서 550℃에서 30분 간 후열처

리를 진행하 다. 압 주사탐침 미경 (piezoresponse 

force microscopy, PFM)을 이용하여 증착된 BFO의 

박막의 강유 성을 평가하 다. BFO가 증착된 TNP

와 TNT 극의 결정구조 분석과 미세 표면 구조 

분석은 X-선 회 법 (X-ray diffraction, XRD)과 

계방출 주사 자 미경 (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을 각각 이용하 다. 

2.2 염료감응형 태양 지 제조  효율 특성 평가

그림 2는 TNP와 TNT를 이용한 극 에 강유

체 BFO 박막이 도입된 염료감응형 태양 지의 모

식도와 제작된 단  셀을 보여주고 있다. 

Fig. 2.  (a) The schematic diagram and (b) photography 

of dye-sensitized solar cell (DSSC) with ferroelectric 

BiFeO3-coated TiO2 nanoparticles (TNP) and nanotubes 

(TNT) as a photoelectrode.

염료 담지는 0.5 mM의 에탄올이 첨가된 N-719 

(Solaronix)을 이용하여 60℃에서 3시간 동안 이루어

졌다. Pt 상 극은 7 mM의 육염화백 산을 스핀 

코 한 후 400℃에서 20분 간 열처리하여 제조하

다. 상 극과 극을 갖는 두 유리 기  사이에 

해질을 주입하고 설린 (Solaronix 1170-25)을 사용

하여 하여 염료감응형 태양 지 단  셀을 제작

하 다. 단  셀의 총면 은 40 mm2로 하 다. 제작

된 단  셀은 Keithley 2400 electrometer와 solar 

simulator system (1.5 air mass filter, 1 sun)을 이용

하여 개방 압 (Voc), 류 도 (Jsc), 충 인자 (fill 

factor, FF), 에 지 변환효율 (ŋ)을 측정하 다.

3. 결과  고찰

그림 3은 TNP 극과 그 에 BFO가 15분 

(BFO15)과 45분 (BFO45) 증착된 극의 표면 

SEM 이미지이다. BFO의 두께는 각각 약 100 nm와 

약 300 nm 정도이다. TNP 극은 균질한 나노다

공성 표면형상을 보이며, BFO 증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다공성 형상에서 결정립을 갖는 표면으로 변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면 형상 변화는 

극의 비표면 과 염료 흡착량에 향을  것이다. 

한 극과 염료사이의 계면 특성 변화에 따른 

자 달에 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류

- 압 특성  효율 변화가 상된다. 

Fig. 3.  SEM images of the top view for (a) TNP, (b) 

BFO15/TNP and (c) BFO45/TNP.

그림 4는 TNT 극과 BFO가 45분 증착된 

극(BFO45/TNT)의 표면과 단면 SEM 이미지이다. 

TNT 극은 기공크기가 100∼120 nm 범 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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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lane-view and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a,b) TNT and (c,d) BFO45/TNT.

는 매끄럽고 균일한 튜 형태를 보이고 있다. 

BFO45/TNT 극의 표면은 BFO가 나노튜 의 기

공을 따라 증착되어 다공성 형상을 보인다. 하지만 

단면 이미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BFO가 나노튜

의 안쪽에 구슬사슬 형태로 증착되어 기공을 채우고 

있다. 한 BFO 증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아래쪽에

서 쪽으로 조 하게 증착되었다. 이러한 증착형태

는 기의 TNT 극의 비표면 이 BFO 증착시간

이 늘어남에 따라 차 으로 감소되어 염료가 튜  

안쪽까지 담지 되는 것을 방해할 것으로 상된다. 

그림 5는 TNP와 TNT 극 에 증착된 BFO 

박막의 증착시간에 따른 X-선 회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TNP와 TNT 모두 TiO2의 anatase 결정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BFO 박막은 다결정형태로 성장된 것

을 알 수 있다. 한편, BFO 박막은 증착두께가 증가함

에 따라 (110) 우선 방향으로 성장하 다. BFO는 

입방체 결정구조를 갖고, 자발 기분극의 주방향은 

[111]으로 8가지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71°, 107°, 180° 도메인 구역벽 (domain wall)을 갖는 

복잡한 도메인구조를 보인다 [10]. 따라서 극 

에 증착된 BFO의 도메인 구조는 자발 기분극 방향

과 표면 하의 극성을 결정한다. 이러한 자발분극에 

의한 표면 하는 염료와 극 계면에 내부 기장을 

유도한다. TNP와 TNT 극과 염료 계면의 효과

인 자 달을 해서는 BFO 박막의 기분극은 

쪽으로 향해 표면 하가 양 하로 되어서 계면

에서 발생하는 내부 기장에 의해 염료에서 발생한 

Fig. 5.  X-ray diffraction patterns for (a) BFO/TNP (b) 

BFO/TNT as a function of BFO deposition time.

   

Fig. 6. PFM-phase image of BFO45/TNT sample.

여기 자가 효과 으로 극의 도 로 주입되어

야 한다. PFM을 이용하여 BFO의 강유 성 특성과 

기분극 방향을 확인하 다. 

그림 6은 BFO45/TNT 극의 PFM-phase 이미

지이다. Phase 이미지의 명암은 기분극 방향을 나

타낸다. 밝은 부분은 기분극 방향이 표면 쪽으로 

향하고 있는 역이고 어두운 부분은 아래쪽을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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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Photocurrent density-voltage (J-V) characteristics 

of DSSCs consisted of (a) BFO/TNPs and BFO/TNTs 

with various BFO deposition times.

는 역에 해당한다. PFM의 탐침에 +90 V의 압을 

인가하여 일정 역을 기분극을 아래쪽으로 편극한 

후 그 안쪽에 -90 V로 다시 기분극을 쪽으로 반

시켰다. 그림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인가 압 극

성에 따라 분극반 에 의한 명암반 을 찰 할 수 

있다. 이것은 BFO 박막의 강유 성을 의미한다. 한 

극 에 증착된 BFO 박막은 부분 기분극 뱡

향이 쪽을 향하고 이로 인해 박막 표면은 양 하로 

된다. 따라서 BFO의 표면 양 하는 극과 염

료 계면에 내부 기장을 유도하고 기장이 염료의 

여기 자 주입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하여 이에 따

른 효율의 향상을 상할 수 있다.   

그림 7은 BFO가 코 된 TNP와 TNT 극 기반

으로 한 단  셀의 류 도 (J)와 압 (V) 그래

이다. BFO 증착시간에 따른 염료감응형 태양 지

의 기 특성 결과를 표 1에 요약하 다. 

Table 1.  Photovoltaic parameters of DSSCs fabricated 

with BFO/TNPs and BFO/TNTs.

sample
Voc

(mV)
Jsc

(mA/cm2)
FF
(%)

PCE
(%)

TNP 757.6 7.9 57.8 3.5
BFO15/TNP 787.9 7.4 66.8 3.9
BFO30/TNP 727.2 8.4 67.0 4.1
BFO45/TNP 666.6 2.3 63.8 0.9
BFO60/TNP 565.6 0.68 54.4 0.2

TNT 747.5 10.2 66.5 5.1
BFO15/TNT 686.8 8.5 59.3 3.5
BFO30/TNT 686.8 5.5 59.8 2.3
BFO45/TNT 565.5 1.2 47.3 0.3
BFO60/TNT 525.2 0.81 55.3 0.2

TNP와 TNT 극으로만 구성된 단  셀의 기 

특성을 비교해 보면 TNT 기반 단  셀의 류

도가 같은 두께의 TNP 기반 단  셀보다 큰 값을 보

이고 있다. 이것은 극의 나노튜  구조로 인한 

비표면  향상과 염료 흡착량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충 인자와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다. 한편 BFO가 

코 된 TNP 기반 단  셀의 경우에 BFO의 증착시

간 는 박막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개방 압 는 

류 도  충 인자 값도 같이 증가하여 총 변

화 효율이 크게 개선되었다. BFO30/TNP 기반 단  

셀이 8.4 mA/cm2의 류 도와 4.1%의 효율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BFO 증착시간

이 45분 이상이 되면, 앞선 극 표면의 SEM이미

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다공성 표면에서 결정상 표

면으로 변하여 극의 비표면  감소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염료 흡착량 감소로 인해 류 도가 

크게 감소하 다. 한, 이것은 BFO 박막의 두께가 

300 nm 이상이 되면서 BFO 박막의 항값이 크게 

증가하여 단  셀의 총 항값의 증가로 인한 효율 

손실 때문으로 단된다. BFO/TNT 기반의 단  셀

의 경우 기 높은 극의 비표면 에 의한 높은 

효율에도 불구하고 BFO 증착시간 (박막두께) 증가

에 따라 총 효율이 계속 으로 감소하 다. 이것은 

BFO 증착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나노튜 의 기공을 

BFO로 채워지면서 반 인 극 비표면 과 염료 

흡착량 감소 때문으로 단된다. 하지만 BFO15/TNT

의 경우는 TNP 기반 단  셀보다 높은 류 도 

값을 보 다. 이것은 TNT 극과 염료 계면에서의 

BFO 박막의 기분극에 의한 내부 기장이 발생하여 

자 주입과 자 달이 효과 으로 이루어졌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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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nergy levels of the components of DSSCs with 

BFO/TiO2/FTO structure.

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8은 TNP와 TNT 극과 N719 계면 사이

에 강유 체 BFO 박막이 도입된 염료감응형 태양

지 단  셀의 에 지 밴드 다이아그램이다 [11,12]. 

이를 통해 BFO 박막의 밴드갭은 2.8 eV로 가시 선 

흡수와 기분극으로 인한 염료의 여기 자가 극

으로 효과 으로 주입  달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단  셀의 총 태양에 지 변화 효율의 향

상을 해서는 BFO 박막 두께와 극의 표면 형상

의 최 화가 요구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염료감응형 태양 지에 TiO2 나노구

조체 기반 극과 염료 계면에 강유 체 BFO 박막

을 도입하여 효율을 개선하고자 하 다. BFO 박막

의 증착시간을 변화시켜 극의 표면형상과 단  

셀의 기 특성을 비교하 다. TNT 극을 사용

한 단  셀은 극의 비표면 의 증가로 인해 TNP 

기반 단  셀보다 우수한 기 특성을 보 다. 

BFO가 코 된 극의 경우는 TNP 기반 단  

셀에서 BFO 박막의 기분극으로 인한 극과 염

료 계면에 내부 기장을 유도하여 효과 인 하 주

입과 달로 효율 향상을 찰하 고, TNT 기반 

단  셀의 경우에서는 BFO 박막이 나노튜 의 기공

을 채워 오히려 기공을 막아 극의 비표면  감소

로 인해 효율 감소가 발생하 다. 

따라서 극과 염료계면 특성과 극의 표면 

형상은 염료감응형 태양 지의 기 특성에 큰 

향을 미치고 효율 향상을 해 BFO 박막의 두께의 

최 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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