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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W-interconnected dye-sensitized solar cell (DSSC) modules composed of a 

number of rectangular cells connected in series were investigated, where neighboring cells are processed 

in reverse. The DSSC modules, a module of dimension about 200 mm × 200 mm, were fabricated with 

different working electrode width ranging from 5 mm to 21 mm. The short-circuit current of the module 

increased as the working electrode width increased. Whereas, the decrease in the working electrode width 

resulted in the increase of the conversion energy efficiency, fill factor, and open-circuit voltage, which is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possibility that electrons are recombined along their path on the transparent 

conductive oxide substrate decreases. The module with the conversion energy efficiency of 3.59% was 

obtained with the working electrode width of 5 mm.

Keywords:  Dye-sensitized solar cell (DSSC), W-interconnected DSSC module, Working electrode width, 

Electrical property

                                                                                                          

1. 서 론1)

인류가 시작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한 연소기술의 

발 은 인류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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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화석연료는 그 매장량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

며, 무분별한 사용은 지구온난화  환경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세계의 연구진들은 환경오

염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인류가 필요로 하는 에 지

를 충분히 공 하기 한 연구를 시작하 으며, 태양, 

수력, 풍력, 조력 그리고 지력을 이용한 그린에 지 

생산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재 

 세계 으로 태양 발 시설은 국가의 정책 보조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앞으로 신재생에 지 시장에

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염료감응 태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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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and working principle of DSSC.

(dye-sensitized solar cells, DSSC)와 같은 가의 고

효율 태양 지 개발 기술이 실히 요구된다. 염료감

응 태양 지는 기존의 비정질 실리콘 태양 지에 버

가는 에 지 변환효율을 가지면서 제조 단가가 실

리콘 태양 지보다 렴한 수 이며, 온  비진공 

공정으로 이루어지므로 기 투자비 부담이 다. 나

노기술을 이용한 다 합 박막 기술로서 일본, 미국, 

유럽 등이 기에는 실리콘 태양 지와 박막 태양

지에 집 되어 있으나, 최근에 염료감응 태양 지 등

에 심이 커지고 있다. 염료감응 태양 지는 유기염

료와 나노 다공층으로 인해 표면의 빛 반사가 어려워 

낮은 입사각에서도 빛의 흡수율이 높으며, 산란 이

나 확산 이 부분을 차지하는 구름 낀 날에도 빛의 

이용률이 높다. 한, 유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

용 기기 보조 원 등 응용 범 가 다양하고 경량화가 

가능하다. 

그림 1은 염료감응 태양 지의 구조  작동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산화 타이타늄 (TiO2) 나노입자 반도

체 산화물 표면에 화학 으로 흡착된 염료분자에 태양

 (가시 선)이 흡수되면 염료분자는 자 (electron)-

홀 (hole) 을 생성하며, 자는 반도체 산화물의 

도띠로 주입된다. 주입된 자는 나노입자 간 계면을 

통하여 투명 도막 (transparant conductive oxide, 

TCO)으로 달되어 류를 발생시키게 된다. 산화된 

염료분자는 해질 I―에 의해 다시 환원되어 성분

자가 된다. 생성된 자는 외부회로를 통하여 양극으

로 이동하고 확산에 의해 양극 표면에 도달한 산화된 

해질 I3
―를 환원시키게 된다. 양극은 백  (Pt) 나

노입자로 환원반응의 매 역할을 한다 [2].

그림 1과 같이 단 지의 경우 발생되는 압이 

～0.9 V까지 출력이 가능하지만, 실생활에 사용하기 

에는 무나 작은 압이기 때문에 상용화하기 해

(a)

(b)

Fig. 2.  Structure of DSSC modules. (a) Z-interconnected 

module, (b) W-interconnected module.

서는 염료감응 태양 지 모듈 개발이 필수 이다 [3]. 

모듈의 구조는 Z, W, Parallel, 그리고 Monolithic 상

호연결 모듈 등이 있다. 부분 높은 출력 압으로 

인해 Z-상호연결 모듈이 많이 연구 개발되고 있으나, 

그림 2(a)와 같이 도매체 (conducting medium)를 

보호하기 한 실링제 사용으로 인해 셀 간 

(cell-to-cell)에 3개의 층 (Surlyn/Silver/Surlyn)이 형

성되어 유효면  (effective dimension)이 낮은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W-상호

연결 모듈을 제작하여 기  특성을 평가하 다. 그

림 2(b)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모듈은 구조가 간단하

며, 제작이 쉽고, 도매체를 없기 때문에 셀 간 간격

을 좁힐 수 있어 높은 유효면 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모듈의 변환 효율을 향상시키기 해

서 극 셀의 폭이 10 mm 미만으로 설계되어지는

데, 이로 인해 동일면 내의 집 도가 높아져 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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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고 자손실이 어 에 지변환효율이 증가하

게 된다 [4]. 반면 동일면 내의 집 도가 떨어지는 

모듈에 비해 셀당 생성되는 류의 양은 작아지게 된

다. 염료감응 태양 지를 보조 배터리 (auxiliary 

battery)를 응용하기 해서 통합 (integration)할 경

우 태양 지의 효율도 요하지만, 생성되는 류의 

양도 요하므로 극의 폭을 5 mm에서 21 mm까

지 변화하여 생성되는 류의 변화량을 평가하 다. 

2. 실험 방법

2.1 염료감응 태양 지 제작

W-상호연결 염료감응 태양 지 모듈은 그림 3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모듈의 크기는 극 폭

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 200 mm × 200 

mm 면 으로 제작되었다. 

Fig. 3.  Fabrication procedure of DSSC module.

우선, 불소 주석 산화물 (FTO) 유리 (8 Ω/sq., 두

께 2.2 mm, Pilkington)에 존재하는 유기 오염물들을 

제거하기 해서 아세톤, 에탄올, 증류수 순으로 10분

간씩 음  세척하 다. 이  스크라이빙 장비

(laser scribing system, Dyesol)를 이용하여 유리표면

에 증착된 FTO막을 일정한 간격으로 패터닝한 후 불

순물을 제거하기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세척하 다.

Fig. 4. W-interconnected DSSC module composed of 9 

rectangular cells connected in series with LED and 

frame.

스크린 린  방법을 이용하여 티타니아 (TiO2, 

TTP-20N, 이엔비코리아) 페이스트를 패터닝된 FTO 

유리기  에 인쇄하여 극을 형성하 다. 인쇄 

횟수에 따라서 극의 두께 조 이 가능하며, 

극의 두께는 염료가 흡착할 수 있는 역을 제공함으

로 에 지변환효율과 투과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 

최 의 조건을 도출하기 해 인쇄 횟수를 달리하여 

박막의 두께를 조 하 다. 상 극은 백  (platisol 

T/SP, Solaronix)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FTO 유리기

에 인쇄하 다. 외부 회로를 연결하기 한 버스바

(busbar)는 은 (silver, Heraeus)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인쇄하 다.

인쇄를 마친 FTO 유리기 은 120℃에서 10분 간 

건조시킨 후 400℃에서 30분 간 소성하 다. 소성된 

기 을 0.5 mM T719 (ruthenizer, TNF) 염료에 침지

시켜 40℃에서 4시간 동안 염료를 흡착시킨 후, 무수

에탄올을 이용하여 세척하 다. 염료가 흡착된 

극 기 과 상 극 기 을 60 ㎛의 두께를 갖는 

Surlyn(meltonix 1170-60 series, Solaronix)을 사용하

여 120℃에서 10분 간 열을 가해 합하 다. 최종

으로 해질을 주입하고 외부를 실링하여 염료감응 

태양 지 모듈을 제작하 다. 사용한 해액은 

acetonitrile 용액 내에 0.6 M IonLic DMPII (1,2- 

dimethyl-3-propylimidazolium iodide, Solaronix), 0.1 

M lithium iodide(LiI), 0.05 M iodine(I2), 0.5 M 

4-tert-Butylpyridine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는 완

성된 W-상호연결 모듈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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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염료감응 태양 지 모듈 특성 평가

소성된 TiO2 박막은 주사 자 미경 (FE-SEM, 

Quanta 200)을 이용해서 박막의 두께를 찰하 고, 

흡수율은 UV-vis 분 기 (UV-2600, Shimadzu)를 이

용하여 400～700 nm 장에서 측정되었다. 염료감응 

태양 지 모듈 측정은 AM 1.5 (100 mW/cm2) solar 

simulator (WXS-450S-65, WACOM)를 이용하여 측

정되었으며, 충진율 (FF, fill factor)과 에 지 변환효

율()은 아래의 식을 이용해서 계산되었다 [5].

 ×

max
                              (1)

 

 × ×
×                  (2)

여기서 Jsc는 단락 류 도, Voc는 개방 압, Po는

입사되는 태양 에 지이다.

3. 결과  고찰

염료감응 태양 지 모듈제작에 앞서 극의 두께

를 결정하는 것은 모듈의 기  특성에 향을 미치

기 때문에 매우 요한 인자이다. 

그림 5(a)～(c)는 극 TiO2 페이스트를 이용하

여 인쇄 횟수에 따른 박막의 두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d)는 인쇄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극

의 두께가 비례 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박막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염료의 흡착량이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생성되는 자의 수가 증가

하기 때문에 모듈의 에 지변환효율은 증가하게 된

다. 높은 에 지변환효율을 확보하기 해서는 

극의 두께는 일반 으로 략 10 ㎛를 사용하는데, 

염료를 흡착하게 되면 흡수율이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효율  경제성을 고려해서 인쇄 횟

수는 3회로 선정하 으며, 이때 극의 두께는 

략 7.1 ㎛ 다. 실제로 극 두께를 더 두껍게 하면 

에 지 변환효율은 증가하게 되는 반면 투과율은 상

으로 감소하게 된다. 외부 선을 연결하기 한 

버스바는 은 (Ag)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스크린 린

 방법으로 2회 인쇄하 다. 그 두께는 략 10 ㎛

다. Ag 페이스트는 외부 선을 연결하기 한 극

Fig. 5.  Cross-sectional FE-SEM photograph of TiO2 film 

as a function of the printing number. (a) 1 time, (b) 3 

times, (c) 5 times, (d)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ting 

number and the TiO2 film thickness.

Fig. 6. Surface morphology of films. (a) FTO film, (b) 

FTO film coated by Pt dots after calcination.

으로도 사용되지만, 직렬로 상호 연결되는 Z-타입 모

듈의 경우 셀과 셀 사이로 자를 이동시켜 주는 역

할도 한다. 외부 선을 연결하기 한 버스바로 사용

되는 Ag 페이스트는 1회 인쇄 후 400℃에서 소성되

면 략 면 항이 10 Ω/sq. 이하이며, 2회 인쇄하게 

되면 1 Ω/sq. 이하로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 FTO 

유리기 의 면 항값보다 훨씬 은 항값을 가지게 

되므로, 극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질

에 노출될 경우 부식의 험이 있으므로 실링제를 이

용해서 극을 보호해야만 한다. W-상호연결 모듈의 

경우는 자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그리드 (grid)

가 필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료비가 감되고, 

셀 간 간격을 단축시켜 모듈의 기  특성을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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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UV-vis absorption spectra of the dye-adsorbed 

TiO2 films as a function of the printing number.

킬 수 있다. 상 극으로 사용하는 Pt 페이스트는 인

쇄한 후 소성을 하게 되면 박막을 형성하지 않고 그

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Pt  (dot)들이 FTO 유리기

 표면에 뿌려져 있는 듯한 형상으로 보이게 된다.

그림 7은 인쇄 횟수에 따라 염료가 흡착된 극 

박막의 흡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가로축은 측

정 장의 범 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흡수율의 세기

를 나타낸다. 장이 540 nm 부근에서 TiO2 박막 표

면에 흡착된 루테늄 염료에 의해 흡수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데로 인쇄 횟수가 증가

함에 따라 박막의 두께가 두꺼워짐과 동시에 표면

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염료의 흡착량이 증

가해 빛의 흡수율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흡수율이 증가하면 상 으로 투과율은 떨어

지게 되므로 염료감응 태양 지의 장 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박막의 두께를 조 하는 것

도 요하다. 이와 더불어 박막의 두께가 필요이상으

로 두꺼워지게 되면 염료의 흡착량은 늘어나지만 

하운송자(charge carrier)가 재결합할 확률이 증가하

기 때문에 에 지변환효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래

하게 된다.

그림 8은 약 200 mm × 200 mm 면 의 W-상호

연결 염료감응 태양 지 모듈의 극 폭 변화에 

한 기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8(a)은 솔라 시뮬 이터 장비를 이용해서 

기  특성을 측정한 결과이며, 8(b)～(e)는 측정 결과

값을 항목별로 세분화하 다. 극의 폭이 5 mm일 

때 효율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극의 

Fig. 8.  Electrical properties of W-interconnected DSSC 

modules with different working electrode width. (a) I-V  

characteristics, (b)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c) fill 

factor, (d) open-circuit voltage, (e) short-circuit current.

  

폭이 차 증가할수록 효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극 폭이 10.4 mm의 경우 경향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듈 제작 과정에

서의 실험  오차라 단되며, 재 성 실험을 통해 

원인을 규명할 정이다. 일반 으로 태양 지 활성

극의 폭이 10 mm 이상일 경우 효율이 격히 감

소되는데, 이것은 흡수에 의해 생성된 자가 이송

되는 과정에서 반도체 내부의 결함  정공과 재결합

하여 소실될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도체 박막에

서 확산되는 자는 원칙 으로 반도체의 도띠 에

지 를 유지하지만, 상당 부분의 자는 반도체 

박막 표면에 존재하는 낮은 에 지 상태 (surface 

state)를 유하여 낮은 에 지 를 띠면서 호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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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 도성 박막에 도달하기도 한다 [6]. 한편 

표면상태 자  일부는 산화된 염료와 다시 결합하

거나, 해질의 I3
― 이온을 환원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암 류(dark-current)를 증가시키면서 반

도체 극막의 성능을 해하는 주원인이 된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극 폭이 10.4 mm 이상에서

는 암 류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극 폭이 

증가되면서 내부 항이 발생하여 류의 흐름이 원활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 극 폭이 18 mm에

서는 W 모듈에서 찰되는 계단 상이 발생하 고, 

21 mm에서는 FTO 유리기 의 높은 항으로 인해 

충진율이 격히 떨어지는 상이 찰되었다. 즉, 

극 폭의 면 이 증가하면서 하운송자의 재결합이 

커져 자가 소실되는 양의 증가로 인해 변환효율이 

감소되는 것이다. 따라서 면  모듈을 제작함에 있

어 자의 흐름이 정공과 재결합하여 소실되지 않고 

외부로 원활히 포집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야 한다. 

자는 충진율을 높이기 해서 최 한 셀과 셀 사이

의 간격을 좁  자의 재결합 사이트를 여서 모듈

을 설계하 으며, 염료의 흡착조건도 충진율을 향상

시키는데 많은 향을 미쳤다. 그림 8(b)에서 볼 수 

있듯이 효율측면만 고려한다면 동일면  내에 극 

폭을 이게 되면 충진율 [그림 8(c)]  개방 압 

[그림 8(d)] 향상으로 인해 효율은 증가하게 된다. 하

지만 셀의 간격을 무 이게 되면 동일면  내에 

많은 셀들을 집 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공정의 어려

움이 발생될 수 있으며, 단락 류[그림 8(e)]의 양은 

상 으로 감소하게 된다. 태양 지의 응용분야를 

선택함에 있어 배터리 충 용으로 사용한다면 류값

도 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셀의 면 도 충분

히 고려해야만 한다. 그림 8(e)를 보면 극 폭의 

증가로 활성면 이 증가함에 따라 생성되는 류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이는 반듯이 효율

증가에 좋은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동일면  내에서 극 폭이 증가함에 따라 셀의 수

는 감소되기 때문에 상 으로 압이 감소하게 된

다. 결과 으로 모듈의 효율향상과 용도에 맞게 사용

하기 해서는 모듈의 설계가 상당히 요하다. W-

상호연결 모듈은 각 기  상에서 교차하는 극과 

상 극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차되는 극으로 인

해 입사하는 태양 의 세기가 직 으로 극에 

도달하거나 는 상 극과 해질을 통과해서 

극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셀 간 발생되는 류의 값

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류의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셀 간의 매칭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

까지는 고려를 하지 못했으며, 집 도도 낮게 설계되어 다소 

낮은 효율을 얻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집약된 설계와 더불어 

양 극 간의 매칭을 고려해 높은 효율을 얻고자 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극의 폭 변화가 염료감응 태

양 지의 기  특성에 미치는 향을 찰하

다. 략 200 mm × 200 mm 면 의 W-상호연결 

모듈내에 극의 폭을 5 mm에서 21 mm로 변화

하 다. 이에 따라 모듈내의 셀의 수는 변화되었다. 

극과 상 극은 스크린 린  방법을 이용해

서 형성하 고, 염료가 흡착될 수 있는 극 박

막의 표면 을 증가시키기 해서 3회 인쇄를 실시

하여 략 7.1 ㎛ 두께를 형성시켰다. 염료가 흡착

된 극은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의 흡수율

은 증가하 다. 극 폭이 감소함에 따라 집 도 

향상으로 인해 셀의 수가 증가해 생성되는 압이 

증가되었고, 충진율이 향상되어 결국 에 지변환효

율이 증가되었다. 이에 반해 생성되는 류의 양은 

상 으로 감소하 다. 최종 으로 극의 폭이 

5 mm일 때 효율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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