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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다공질 TiO2 전극막, 광 감응형 염료, 전해질 그리고 상 전극으로 구성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Dye-Sensitized Solar 
Cells, DSSCs)는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에서 TiO2 전극막은 태양광의 흡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능한 많은 양의 Ru 착물을 표면에 흡착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높은 비표면적과 나노 다공성 입자로 구성된 광전극
이 요구된다. 또한 에너지 전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TiO2 페이스트의 제작시 산을 첨가 후 열처리하는 방법이 
보고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산이 첨가된 페이스트로 제조한 TiO2 광전극이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에너지 변환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FE-SEM, XPS, EXAFS 그리고 AFM 등을 이용하여 제조된 광전극의 물리적 화학
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광전류-전압 곡선으로부터 산처리된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제조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에너
지 전환효율을 평가하였다. 산처리된 페이스는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에너지 전환효율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Recently, dye sensitized solar cells (DSSCs) composed of nanoporous TiO2, light-sensitive dyes, electrolytes, and counter elec-
trode have been received much attention. Nanostructured particles with higher surface area for the higher adsorption of Ru 
(II) dye are required to increase the quantity of light absorption. Also,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key factor to achieve 
high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in the photoelectrode of DSSC is the heat treatment of TiO2 paste with acid addition. In 
this work,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acid treatment of TiO2 solar cell on the photovoltaic performance of DSSC. The 
working electrodes fabricated in this work were characterized by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EXAFS),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and atomic force microscope 
(AFM).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nanostructured  photoelectrode fabricated with the acid-treated paste on the energy con-
version efficiency was investigated on the basis of photocurrent-potential curves. It was found that the influence of acid-treated 
paste on the photovoltaic efficiency was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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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염료감응형 태양전지(Dye-Sensitized Solar Cells, DSSCs)는 나노 다

공질 TiO2 전극 막, 광감응형 염료, 전해질, 상 전극으로 구성되어진 

전기화학적 원리를 응용한 신형 태양전지이다[1]. 이 전지는 기존의 

p-n 접합 태양전지들이 빛의 흡수에 의해 형성된 전자-정공 쌍의 분리

에 의해 발전을 일으키는 것과 달리, 전기화학적인 원리에 의해 발전

을 일으키는 화학적 습식 태양전지이다. 태양광이 전지에 조사되면, 
우선 n-type 산화물반도체인 다공질 TiO2 전극 막에 흡착되어 있는 광

감응형 염료가 빛을 흡수하여 여기된 전자를 방출한다(Figure 1).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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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된 전자들은 TiO2의 전도 로 이동되어 TiO2와 접합하고 있는 투명

전극을 통해 외부회로로 전달되어진다. 그리고 염료에서 전자가 빠져

나간 전자전공은 전해질 속의 요오드 이온에 의해 채워지며, 요요드 

이온은 상 전극 표면에서의 레독스 (Redox) 반응에 의하여 전자를 

획득한다[2]. 이때 TiO2 전극 막은 태양광의 흡수량을 증가시키기 위

해 가능한 많은 양의 sensitizer (Ruthenium 착물)을 표면에 흡착시켜

야 하고, 이를 위해 높은 비표면적을 지닌 나노다공성 입자가 요구된

다. TiO2 전극의 제조방법에는 spin coating법, screen printing법, 
doctor blade법, spray법, squeeze coating법 및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법 등이 있다. 보통 량생산이 용이한 screen printing법과 

squeeze printing법에는 수계 및 유계의 비교적 점도가 높은 페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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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dye-sensitized solar cell.

상태의 콜로이드상의 TiO2 용액으로 사용된다[3].
  균일한 두께의 나노다공성 전극 막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분말 입

자들 사이에 응집이 없이 뛰어난 분산특성을 지니는 페이스트의 제조

가 필요하다. 페이스트의 분산 특성과 투명유리전극 막간의 결착특성

을 높이기 위하여 질산 등의 산 용액을 첨가하여 분말의 표면 상태를 

변형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4]. 하지만 squeeze coating법에서 

요구되는 보다 높은 투명유리전극 막간의 결착특성의 향상을 위해서

는 추가적인 페이스트 제조방법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인 연

구가 미비한 실정이다[5].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강산인 염산과 황산 

그리고 약산인 아세트산을 이용하여 페이스트를 산처리 시킨 후, 코
팅된 TiO2 전극 막으로 제작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전류밀도와 전

압 곡선(I-V curves)을 측정하고자 한다. TiO2 전극 막과 FTO 코팅 상

호간의 결착 특성 변화, 산 첨가량 변화에 따른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의 효율 평가를 통하여 최적의 산 및 첨가량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

정된 최적 조건하에서 측정된 전류밀도와 전압 곡선으로부터 제조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성능을 조사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재료 및 방법

  산처리한 TiO2 전극막의 제조 공정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실험

에 사용한 TiO2 나노 분말은 sol-gel법으로 합성한 아나타제 상의 구

형 분말을 사용하였다. Titanium isopropoxide (TTIP, Junsei Chemical 
Co., > 98%)를 출발 물질로 하여 에탄올에 희석시킨다. 염산 촉매를 

이용하여 가수분해 반응을 일정시간 유지한 후, 반응식 (1)과 같이 합

성한 TiO2-sol을 4 ℃, 20 min 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버리고 

white-slurry를 걸러내어 도가니에 담아 450 ℃에서 30 min 동안 소결

시킨 다음 TiO2 샘플을 얻을 수 있었다[6].

  →  (1)

  이렇게 제조된 나노 분말을 아세틸 아세톤을 기본 용매로 하는 혼

Figure 2. Fabrication process for titania nanocrystalline film treated 
with acid.

합용매와 함께 고에너지 Zr ball mill (Planetary Mono Mill, Fritsch)을 

이용하여 페이스트화 하였다. 이 때 실험에 사용된 TiO2의 농도 조건

과 혼합용매의 성분 조건은 Figure 2에 정리하였다. 제조된 페이스트

에 염산 및 아세트산을 0.1∼1 M의 비율로 첨가한 뒤 6 h 동안 교반

하여 제조한 산처리된 페이스트를 TiO2 전극막 제조에 사용하였다. 
세척된 fluorine-doped tin dioxide (FTO, Asahi Glass, 13 Ω/cm2) 기판 

위에 제조된 페이스트를 떨어뜨린 후 squeeze printing 방법으로 코팅

하였다. 코팅된 막의 두께는 4∼8 µm 정도이다. 광전극의 막의 두께

는 43 µm 스카치 테이프(Magic Tape, 3 M)를 이용하여 조절하였고, 
광전극의 면적은 가로 세로 정사각형의 형태인 0.36 cm2로 제작한 후 

흡착 유효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에탄올로 에칭하였다. 소결은 분당 5 
℃씩 승온하여 450 ℃에 도달한 후 30 min 정도 열처리하였다. 이렇

게 제조된 나노다공성 TiO2 전극막을 에탄올을 용매로 제조된 Ru계 

N719 염료(Ruthenium 535-bis TBA, Solaronix) 광감응형 염료에 24 h 
흡착시켰다. 백금 나노 입자 상  전극은 FTO 기판 위에 Pt-Sol (Pt 
catalyst/SP, Solaronix)를 이용하여 squeeze printing하여 광전극과 동

일한 조건하에서 소결하여 제작 사용하였다. 제조된 두 개의 기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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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하고, 80 ℃에서 녹여 상온에서 방치한 후, 기판 사이의 전해질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완전히 접착 후 두 기판 사이에 

3-methoxypropionitrile (Aldrich)을 용매로 하여 0.5 M LiI (Aldrich), 
0.05 M I2 (Aldrich), 0.5 M 4-t-butylpyridine (Aldrich), 0.3 M 1,2-di-
methyl-3-propylimidazolimiodide (Solaronix)와 같은 조성으로 요오드 

이온을 함유하는 전해질을 제작한 다음 주입 부위에 에폭시로 막아 

전해액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를 만들었다. 
전해액 주입 후 전극 면에 silver-paste를 발라서 24 h aging 후, solar 
simulation system을 이용하여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제작된 셀의 효율

을 평가하였다.

  2.2. 분석 방법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광전극 재료로 사용된 합성한 TiO2 산화물

의 경우 CuKα X-ray, Ni 필터를 이용 35 kV, 15 mA 조건에서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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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ractometer (Rigaku, D/MAX-1200)을 측정하여 TiO2 결정상을 확

인하였다. 또한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F20, TECNAI)
을 이용하여 TiO2의 입자 크기 및 아나타제 상의 결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작된 광전극의 표면 상태와 두께의 변화는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S-4700, Hitachi)를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산처리시 변할 수 있는 광전극의 표면의 상태는 atomic 
force microscope (AFM; CP-2, VEECO)를 이용하여 산처리 전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산처리된 광전극의 표면적은 질소 흡탈착 

분석기(BET; ASAP 2010, Micromeritics)를 이용하여 77 K 조건에서 

얻어진 질소 흡탈착 등온선으로부터 표면적을 결정하였다. 또한 단위 

면적당 염료의 흡착량은 흡착된 염료를 1 : 1 (EtOH: 0.1 M NaOH) 용
액에서 탈착시킴으로써 흡착량을 결정할 수 있었다. 산처리된 광전극

의 TiO2 입자간의 결정 구조 변화 및 조성 분자 분포를 보기 위하여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EXAFS; R-xafs, Rigaku)와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Multilab 2000, VG)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FS는 Ti target을 이용 K-edge energy (4966.4 eV)를 

조사하여 측정하였고 XPS 분석은 10-9 Pa 진공상태에서 non-mono-
chromatic MgKα X-ray (1253.6 eV)로 조사하여 데이터를 얻었다.
  산처리된 박막과 처리하지 않은 박막으로 제작된 염료감응형 태양

전지의 효율의 측정은 100 W의 xenon lamp로 구성된 인조 태양광 조

사 조건하에서 solar simulation system (Thermo Oriel Instrument, 
USA)를 이용하여 I-V 곡선을 구하였다. 한편, 필팩터(fill factor, FF) 
및 태양에너지 변환효율(η)은 식 (2)와 식 (3)을 이용하여 각각 구하

였다[7,8].

   ×

 ×  (2)

   


×

 ×
×

 × ×
× (3)

3. 결과 및 고찰

  3.1. 합성된 TiO2의 특성

  Figure 3(a)과 의 XRD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TiO2는 주로 염료 흡착에 용이한 높은 표면적을 가진 101, 004, 200면
의 아나타제 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루타일 상은 나타나지 않고 일부 

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루카이트 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ure 3(b) TEM 사진에서 아나타제 상을 가진 구형의 입자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평균 입자의 크기는 10∼20 nm 정도로 염료 감응형 태양

전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TiO2 결정상과 크기를 만족하였

다[9].

  3.2. 산처리한 TiO2 박막의 특성

  Figure 4(a) 및 Table 1은 염산, 아세트산을 각각 0.5 M로 산처리하

여 제조하여 측정된 I-V 곡선이다. 아세트산으로 산처리를 한 박막

(i.e., AT)의 경우 산처리를 하지 않은 박막(i.e. NT)의 경우 보다 효율

이 6.2%로 약 3배 정도 증가하였고, 전류 밀도와 필팩터가 크게 증가함

을 알 수 있었다. 강산인 염산을 이용한 산처리시 소성과정에서 TiO2 
전극막에 크랙이 발생하여 전해액이 직접 기판에 닿아 광전환 에너지 

손실을 가져와 에너지 변환 효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보인다[4]. 따라

서 강산인 염산보다 본 연구에서는 취급이 유리한 약산인 아세트산으

Figure 3. XRD graph (a) and TEM image (b) of the synthesized TiO2 
powder.

Figure 4. Photocurrent-voltaic characteristics at different acid treated 
TiO2 for DSSCs and current density as a function of the concentration 
of CH3COOH.

로 산처리한 박막을 중심으로 산처리하지 않은 박막과 비교하였다. 
또한 Figure 4(b)에서 알 수 있듯이 아세트산의 농도는 0.5 M에서 높

은 전류밀도와 개방전압은 최적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보였다. 아세

트산 처리시 에너지 변환 효율이 증가 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다

양한 기기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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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Depending on Acid Treatments
ISC [mA/cm2] VOC [V] FF [%] η [%]

NT  6.2 0.80 0.405 2.0

CH3COOH 14.3 0.70 0.621 6.2

HCl 14.0 0.73 0.367 3.8

Figure 5. Cross-sectional (inlet) and surface states of FE-SEM images 
of TiO2 photoelectrodes treated with acid.

  Figure 5는 0.5 M로 아세트산으로 산처리하여 제작된 광전극의 표

면(밖)과 두께(안)의 FE-SEM 사진이다. 아세트산으로 산처리한 경우 

박막의 두께가 1∼2 µm 정도 줄어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산

처리시 Ti-Ti 입자간의 결합 구조의 강화로 코팅 층을 얇게하여 염료

에서 여기된 광전자의 효율적인 이동을 기 할 수 있다. 또한 산처리

된 박막 표면에서 세공이 보다 더 잘 발달되어 있어 염료의 흡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확

인하기 위해서 아세트산으로 산처리한 TiO2 전극과 산처리하지 않은 

전극의 EXAFS를 분석하였다(Figure 6). 이 결과를 fourier 변환을 통

하여 커브 피팅(curve fitting)한 결과 AT의 경우에 일부 결정상이 아

타타제 구조에서 나타나는 3.09 Å 부근의 Ti-Ti 연결 구조가 나타나

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부의 아나타제 구조가 루타일 구조로 변환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10]. 이러한 결과는 산처리를 하였을 때 Ti-Ti 간의 

결합이 아나타제에서 루타일 구조로 변화함으로써 점접촉의 아나타제

보다 면접촉을 하는 루타일 구조가 Ti-Ti 간의 결합거리가 짧아짐으로 

인해 Ti 분자간의 네트웍을 강하게 해주고, 이러한 결과는 FE-SEM 분
석 결과에서 보인 박막 두께가 줄어드는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Figure 7(a)는 TiO2 전극 막의 특성피크를 확인하기 위해 XPS 데이

터를 나타내었다. 530 eV에서 산소의 auger 특성피크를 확인할 수 있

Figure 6. EXAFS analysis (Fourier curve fitting) of photoelectrodes 
with and without acetic acid treatments.

Figure 7. XPS survey graphs of TiO2 films (a), Ti 2p (b) and O 1s 
core level (c) of TiO2 films.

었으며 Ti, O, C의 주 특성피크의 결합에너지(binding energy)의 위치

는 문헌에 보고된 바와 일치하였다[11]. Figure 7(b)는 TiO2 전극 막의 

Ti 2p core level의 XPS 데이터를 나타내었다. 주 특성피크인 Ti 2p1와 

Ti 2p3의 결합에너지는 464.4 eV와 458.7 eV로 값을 가졌으며 이것은 

이미 보고된 바와 같이 Ti4+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두 피크사

이의 결합에너지는 5.7 eV로 차이를 보이며 나타났다. Figure 7(c)에
서 530.07 eV의 O 1s core level 결합에너지를 가지며 이것은 TiO2 표
면의 산화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값은 530 eV의 값과 유사하게 나

타났다[11]. 아세트산처리 전과 후의 결합에너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TiO2 전극 막의 표면 상태는  Ti 27.01%, O 52.23% 값을 가지며 

Ti4+ 상태로 표면에 많이 분포되어 TiO2와 유사한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XPS 결과를 볼 때 산처리로 인한 박막의 조성 변화로 인하여 

에너지 변환 효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었다.
  아세트산 처리한 박막에서 많은 세공의 형성으로 염료를 흡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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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perties of Acid-treated Titania Nanocrystall Films
특      성 단  위 NT AT

Surface area (BET) m3/g 70 109

Rms Rough (AFM) nm 88 39

Average Rough (AFM) nm 70 32

Adsorption amount of N719 mM × 10-3/cm2 6.012 7.874

Figure 8. AFM images of NT and AT photoelectrodes.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는 기 는 Figure 8의 AFM 측정 결과로

부터 확인 할 수 있었다. 산처리한 박막의 경우 Table 2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표면 거칠기는 NT에 비해 줄어들면서 박막 표면에 상당히 

많은 양의 염료를 흡착할 수 있도록 잘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에서 AT와 NT의 BET 측정을 통해 AT의 경우 NT 보
다 더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실제적으로 각각의 

광전극을 이용하여 염료에 한 흡착 실험을 한 결과, AT의 경우 단

위 면적당 NT보다 높은 흡착량을 보였다. 이는 산처리한 박막의 

FE-SEM과 AFM의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다.

4. 결    론

  산처리를 통한 페이스트로부터 TiO2 광전극을 제작하여 광전류 특

성을 조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FE-SEM 결과로부터 아세트산 처리시 TiO2 광전극의 두께가 감

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Ti-Ti 입자간의 네트웍으로 강하

게 결합되고 FTO와 TiO2 간의 결착 특성이 향상되어 염료감응형 태

양전지의 전류 밀도를 증가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아세트산 처리를 통한 TiO2 입자간의 네트웍 구조가 가까워지는 

현상은 EXAFS 분석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세트산 처리시 TiO2 
결정의 일부가 아나타제에서 루타일 상으로 변함으로써 Ti-Ti의 결합 

거리가 짧아진다고 판단된다.
  3) AFM 표면 분석 결과, 아세트산 처리시 염료의 흡착을 유리하게 

광전극의 표면적을 변화시킴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세트산 처리시 

표면적의 증가로 인해 단위 면적당 염료의 흡착량이 증가하고 더불어 

전류 밀도도 함께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4) 아세트산 처리된 광전극을 통해 셀을 제조할 경우, 필팩터와 전

류밀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에너지 변환 효율 또한 6.2%으로 산처리 

하지 않은 경우 보다 약 3배 정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부터 아세트산 처리는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효율 향상에 크

게 기여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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