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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양전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Dye-Sensitized Solar Cell, DSSC)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에 관한 연구는 크게 TiO2 나노 결정 소재, 염료, 전해질 및 전도성 기판 등 4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염료를 흡착할 수 있는 나노결정성 TiO2를 합성한 후, 이를 광전극용 페이스트(paste)에 다양한 
형광물질(phosphor)의 종류 및 함량을 조절하여 첨가함으로써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실험결과 400 nm 입자크기의 YAG계 형광체 0.5%가 첨가된 페이스트를 사용할 경우, 에너지 변환효율이 최대 8.31%에 
도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cently, dye-sensitized solar cell (DSSC), one of the solar cells, has been widely investigated. Studies on DSSCs can be 
classified into 4 fields such as TiO2 nanocrystalline materials, dyes, electrolytes and conductive plate. In this work, TiO2 nano-
particles for dye adsorption were synthesized, and added into the photo-electrode paste with different phosphor types and 
contents. Then, the influence of phosphor additives on the conversion efficiency of DSSCs was investigated. It was found 
that the maximum conversion efficiency was 8.81% when 0.5% of YAG phospher having the particle size of 400 nm wa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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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태양전지의 역사는 1839년 프랑스 물리학자 Edmond Becquerel가 

금속과 전해질로 구성된 셀을 태양광에 노출시키면 전류가 발생한다

는 광기전 효과(photovoltaic effect)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까

지 개발된 여러 종류의 태양전지 중 실리콘을 이용하는 태양전지는 

25%까지 도달하는 효율과 제조공정의 확보 등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지만, 대형 고가장비가 사용되고 원료 가격의 한계 때문에 발전

단가가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저가로 제조할 수 있

는 태양전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이중 나노입자를 이용하

는 염료감응형 태양전지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염료감응형 태양

전지의 경우 1991년 O’Regan과 Grätzel에 의하여 고효율 염료감응형 

태양전지가 제작되었다(Figure 1). 이후 이들은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가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 단가의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발표

하면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가 새로운 화재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처

럼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향후 가능한 실용 도달효율이 20%이고, 전
지의 발전단가를 실리콘계의 1/5까지 낮출 수 있고, 20년의 수명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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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고, 다양한 응용가능성이 있어,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와 기업들

이 집중적인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1-4].
태양광은 자외선 6∼8%, 가시광선 42%, 그리고 적외선 50%로 구

성돼 있다. 태양전지는 이 중에서 주로 가시광선 영역을 이용한다. 그
런데 유기염료가 다양한 색을 갖는 것은 가시광선과 관련이 있다. 즉 

가시광선 중 특정한 파장의 빛을 잘 흡수함으로써 색을 갖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유기염료는 태양빛을 받아 전자를 발생시키는 태양전

지의 주재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기염료는 태양전지의 

주재료로 활용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원하는 만큼의 전기에너지

를 생산하려면 많은 양의 유기염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유기

물질은 수십∼수백 µm (마이크로미터, 1 µm: 10-6 m) 두께를 만들 수 

있는 실리콘과 같은 고체형 무기물질과는 달리 분자형태(분자의 크기

는 대개 수 nm, 1 nm: 10-9 m)를 갖기 때문에 분자를 차곡차곡 쌓아 

두꺼운 필름을 만들기가 무척 어렵다. 때문에 유기물질로 구성된 태

양전지의 효율이 매우 낮아 실제로 쓸모가 없었다[5]. 하지만 이를 보

안한 유기염료의 효율을 극대화 시킨 나노기술이 등장하였다. 유기염

료의 양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름을 만드는 대신 다른 물질에 유기물

질을 흡착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즉 두꺼운 필름이 가능

한 무기물의 표면에 유기물을 흡착시킨다는 아이디어이다. 이때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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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schematic presentation of reaction pathway of a DSSC.

물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많은 양의 염료를 흡착시킬 수 있다[6,7].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10∼20 nm 크기의 산화물 나노입자 표면에 

유기염료가 흡착해서 만들어진다. 즉 산화물 나노입자들을 전도성 유

리기판 위에 매우 조밀하게 쌓아 수십 µm 필름을 만들고, 이 필름을 

염료가 녹아있는 용액에 담그면 많은 양의 염료를 가진 전극을 만들 

수 있다[8]. 염료감응 태양전지가 부각 받는 이유는 단지 실리콘 태양

전지에 버금가는 에너지변환 효율과 저렴한 제조단가만은 아니다. 유
기염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에 무해할 뿐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응용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연구를 일찍 

시작한 선진국에서는 정부 주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
기물을 사용해 얻어지는 투명성은 자동차 유리와 같은 곳에 태양전지

의 활용영역을 넓혀준다. 투명한 태양전지는 건물의 유리창이나, 자동

차 유리처럼 투명성을 요구하는 곳에 부착해 본래의 기능도 가지면서 

부가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능까지 첨가할 수 있어 폭넓게 응용

될 수 있는 것이다[9]. 따라서 유기물을 활용한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

양전지 시장을 대체할 차세대 태양전지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효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TiO2 나노 결정 소재, 염료, 전해질 

및 전도성 기판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에 관한 연구 중 염료를 흡착 할 수 

있는 전극 소재로서 띠 간격 에너지가 큰 나노결정(직경 10∼20 nm) 
산화물인 TiO2를 합성한다. 이를 광전극용 TiO2 페이스트(paste)에 형

광물질(phosphor)과 함께 추가하여 광전극을 제작함으로써, 염료가 갖

는 흡수파장과 형광체가 갖는 발광 파장 간의 연계특성으로 인하여 

태양광에 의한 에너지 발생 광전자를 많이 발생함으로써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효율을 향상 시키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최적화된 형광체 선정 및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제조

TiO2 광전극막 coating을 위해 실험에 사용한 TiO2 나노 분말은 직

접 졸-겔 법으로 합성하여 얻은 TiO2 졸을 이용하여 광전극 코팅용 페

이스트를 제조하였다. Figure 2 방법으로 제작된 TiO2의 입자 크기는 

평균 15∼20 nm를 가진 아나타제 결정으로서 높은 비표면적을 가졌

다. 이러한 TiO2 (18 wt%)에 계면활성제인 아세틸 아세톤(Aldrich, 
10%)과 증점제로 hydropropyl celluose (Aldrich, Mw. 80000)를 사용

하여 높은 점도를 가진 페이스트를 제조할 수 있었다. 이러한 Paste에 

마이크로 입자 YAG:Ce3+ 형광체(i.e., Y1)와 Green 계열 LaPO4: 
Ce3+,Tb3+ 형광체(i.e., G3) 및 나노 입자 YAG:Ce3+ 형광체(i.e., Y2)를 

중량비로 0.5∼5 % 범위 내에서 첨가하였다(Table 1). 이렇게 혼합된 

paste를 볼밀을 이용하여 일정시간 혼합 후 아세톤과 에탄올을 이용하

여 세척된 fluorine-doped tin dioxide (FTO, Asahi Glass, 13 Ω/cm2) 
기판 위에 제조된 paste를 떨어뜨린 후 squeeze coating을 하였다. 제조

된 광전극 막의 두께는 약 5∼7 µm이고 광전극의 유효면적은 0.25 
cm2로 제작하였다. 합성된 TiO2의 표면적은 BET분석기(ASAP 2010, 
Micromeritric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세공크기 분포는 BJH (Barrett, 
Joyner & Halenda)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조된 광전극을 분당 5 ℃로 

승온하여 500 ℃에서 1 h 동안 열처리 하였다. 열처리 후 광전극은 주

사전자현미경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HITACHI S-4700)을 이용하여 코팅 박막의 미세 구조를 관찰하고 X
선 회절장치 X-ray diffraction (XRD; Rigaku, D/MAX-1200)로 회절분

석을 통하여 광전극의 구성 성분의 결정성을 확인하였다. 투과전자현

미경 high-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HR-TEM; F20, 
TECHAI)을 이용하여 TiO2 입자의 크기 및 아나타제상의 결정성을 확

인하였다. 형광체가 첨가된 TiO2 광전극에 에탄올을 용매로 한 5 mM
로 제조된 Ru계(Ruthenium 535-bis TBA, Solaronix) 염료에 24 h 침지

시켜 염료가 흡착된 TiO2 광전극을 준비하였다. 상대 전극은 FTO 
(fluorine-Doped Tin Dioxide, Asahi Glass, 13 Ω/cm2) 기판 위에 Pt-sol 
(Pt catalyst/SP, Solaronix)를 이용하여 광전극과 동일하게 열처리하여 

제작 한 후 사용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두 전극은 hot-melt sealing 
(SX1170-60, Solaronix)을 이용하여 샌드위치 형으로 조합하고 완전히 

접착한 후 두 기판 사이에 요오드 이온(0.3 M 1,2-dimethyl-3-propyli-
midazolium iodide (Solaronix), 0.5 M LiI (Aldrich), 0.05 M I2 (Al- 
drich), and 0.5 M 4-tert-butylpyridine (Aldrich) in 3-metoxypropioni-
trile (Fluka))을 함유하는 전해질을 넣은 후 주입 부위를 amosil 4로 

막아 전해액이 누수 되지 않게 단위 셀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를 만들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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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perimental apparatus and synthesis procedure.

Table 1. Properties of (a) Yellow Phosphor and (b) Green Phosphor
(a)

No Composition λex (nm) λem (nm) Size

Y1 µ-YAG : Ce3+ 460 565 ≈8.0 µm

Y2 n-YAG : Ce3+ 460 565 ≈400 nm

Y3 Sr2SiO4 : Eu2+ 460 565 >20 µm 

(b)
No Composition λex (nm) λem (nm) Size

G3 LaPO4 : Ce3+,Tb3+ 254 543 ≈4.3 nm

G5 SrAl2O4 : Eu2+ 370 (310) 513 (525) ≈25 µm

G6 Sr2SiO4 : Eu2+ 370 (310) YG533 (-) >10 µm

G7 (Ba⋅Sr)2SiO4 : Eu2+ 370 (310) 513 (514) >10 µm

G8 (Ca⋅Sr)Al2O4 : Eu2+ 370 (310) YG526 (526) >10 µm

Figure 3. N2 adsorption and desorption isotherm (a) and XRD (X-ray 
diffraction) pattern (b) of TiO2 particle.

2.2. 제조된 염료감응태양전지의 특성측정

제작되어진 셀을 solar simulation system (AM1.5, 1000 W Xenon 
lamp, Thermo-oriel)을 이용하여 에너지 변환 효율을 조사하였다. 셀
의 효율 조사방법은 solar simulation system에 셀을 장착하여 전류-전
압 곡선(I-V curves)을 얻은 후, 에너지 변환 효율은 수식 (1)과 같이 

입사된 빛에너지(Pin)에 대한 발생된 전기에너지(Pout)의 값으로부터 

구하였다. 

  


× 


× 


×  (1)

여기서, FF는 Fill factor로서 사각형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증가한다 

[10,11].

3. 결과 및 고찰

Figure 3은 합성 TiO2의 BET (Brunauer, Emmett & Teller) 결과와 

X-ray diffraction (XRD; Rigaku, D/MAX-1200) 결정 분석 결과이다. 
합성된 TiO2의 BET  비표면적 결과는 180 m2/g이었고, BJH 방법으로 

계산되어진 평균 세공의 크기는 3.2 nm 정도로 0.1∼1 nm 정도의 입

자 크기를 가지고 있는 N719 (cis-bi(isothiocyanato)bis(2,2'-bipyridyl- 

4,4'-dicarboxy-lato)-ruthenium(II)bis-tetrabutylammoniumdye) 염료를 

흡착하기에 유리한 높은 비표면적과 메조세공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온도에 따른 XRD분석(Raw: 상온, D150: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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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HR-TEM image (a) and FE-SEM image (b) of TiO2 particle.

 

Figure 5. Problem of Phosphor additives in TiO2 paste.

 

Figure 6. FE-SEM images of Y1 (a), Y2 (b) and G3 (c) phosphor.

열처리, C500: 500 ℃ 소성)결과, 실제로 광전극의 제작시 소성 온도 

500 ℃에서 실시할 경우 아타나제(anatase) 주 피크에 해당하는 25 θ 
부근에서의 결정상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나머지 부근에서도 아나타제 결정에 해당하는 피크들이 성장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550 ℃ 이상의 온도에

서는 점점 루타일(rutile)상으로 변함을 확인하였다. 아나타제 결정의 

경우 루타일에 비해 에너지 밴드갭이 3.2 eV로 높은 광활성을 가지고 

있어 전자재료와 광촉매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진다. 염료감응형 태양

전지에서도 입자 크기가 작고 높은 비표면적과 높은 광활성을 가진 

아나타제 상 TiO2가 높은 효율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여러 문헌상에

서 보고되고 있다[3,4].
Figure 4는 합성 TiO2의 입자에 관한 투과전자현미경 HR-TEM과 

이러한 입자를 광전극으로 제작하여 만든 박막의 주사전자현미경 

FE-SEM 사진이다. Figure 4(a)는 소성된 TiO2 입자를 에탄올에 분산

시켜 조사한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응집

되지 않는 입자의 크기는 10∼20 nm 정도였고, TiO2 입자끼리 완전히 

단분산 되어 있지 않고 넥킹(necking)하여 벌크(bulk)화 하여 포도송

이 형태로 네트워킹을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TiO2를 광전극으로 소

성하여 표면을 찍은 FE-SEM 사진을 Figure 4(b)에 나타내었다. 입자

의 크기는 HR-TEM 사진과 비교할 경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고, 광전

극 박막에 입자끼리 빽빽이 들어선 형태는 실제로 염료를 흡착 시 비

표면적을 크게 하여 흡착량을 증가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Figure 4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TiO2로 제작된 광전극의 평균 두께는 6∼8 µm 
정도의 구형입자이었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경우 기존 연구결과

에 따르면 가급적 입자끼리 서로 원활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광전자

가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여야 하고, 입자 크기가 10 nm 이내로 너무 

작으면 염료의 흡착량은 증가하지만 상대전극을 통하여 환원되어 나

온 전극을 여기 시킨 염료의 빈 공간에 다시 전자를 채워줄 때 장애가 

발생하므로 입자크기가 너무 작아도 좋지 않다고 보고되어 있다[12]. 
또한 소성과정에 있어 큰 응집현상을 통해 입자끼리 일어나는 과도한 

응집은 광전극의 두께를 증가시킬 경우 균열(crack)을 쉽게 발생시킨

다. TiO2의 경우 입자의 성장은 단결정 형태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다

결정(polycrystalline)형태로 증가되기 때문에 낮은 광활성을 보이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에서 최적 효율을 보이는 

입자의 크기는 10∼20 nm의 아나타제 결정을 가지는 TiO2로 보고되

어 있으며, 광전극으로 제작 시 10 nm 이하의 작은 메조세공(mesopore)
과 TiO2 비가 50 : 50 일 때 최고의 효율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12]. 

본 연구에 사용한 8종류의 형광체의 특성을 Table 1에 나열하였다. 
형광체를 사용하여 페이스트를 제조하였으나 Figure 5에서 알 수 있

듯이 침전이나 과도한 점도의 증가로 인해 고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랑색 발광체로 입자크기가 마이크로 

입자인 Y1과 나노입자인 Y2형광체와 그리고 그린 발광체인 G3와 G8
이 첨가된 페이스트만을 실험에 사용 하였다. 

Figure 6은 TiO2 광전극 페이스트 내에 첨가 되어진 3종류의 형광

체 FE-SEM사진이다. 고상 법으로 제조된 Y1 형광체의 경우 입자 크

기가 평균 8 µm인 불규칙적인 형상을 볼 수 있다. G3 형광체의 경우 

평균 입자 크기는 4.3 µm 이었다. 이에 반해 졸-겔 법으로 합성한 구

형의 Y2 형광체의 경우 입자 크기가 평균 400 nm이고 입자 크기 분

포가 불규칙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7은 마이크로 입자를 가지는 Y1 노랑 형광체의 함량이 0.5%

∼2.5%를 첨가하여 제조된 페이스트를 이용한 광전극의 사진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대조군인 합성 TiO2로만 제조된 광전극

에 비해 큰 입자를 가지는 형광체가 표면 중간마다 일부는 노출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형광체 함량이 증가할수록 균열이 생겨 효율이 감소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형광체 함량이 증가할수록 균열이 일어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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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FE-SEM images of Y1 0.5% (b), 1.5% (c) and 2.5% (d) Additives in TiO2 photoelectrode (only TiO2 particle (a)).

      

Figure 8. FE-SEM images of Y2 0.5% (a), 1.5% (b), 2.5% (c) and G3 0.5% (d) additives in TiO2 photoelectrode.

    

Figure 9. FE-SEM image of Y1 0.5% (b), Y2 0.5% (c) and Additives in TiO2 photoelectrode ((a) is only TiO2).

는, 마이크로 입자를 가지는 Y1 형광체의 불규칙한 입자 형태가 균열

의 양을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8은 나노 입자를 가지는 Y2 노랑 형광체의 형광체 함량 0.5

∼2.5%를 첨가하여 제조된 페이스트를 이용한 광전극 사진이다. 합성 

TiO2 (Figure 7(a))로만 이루어진 광전극의 표면에 비해 구형의 형광체 

첨가로 인한 언덕 형태로 TiO2가 감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불규

칙하고 큰 입자를 가진 마이크로 Y1 입자에 비해 구형의 Y2 형광체

의 경우 광전극 표면에서 균열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린 발광체 G3가 

0.5% 첨가된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광전극을 제작한 표면에서는 일부 

노출된 형광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표면의 형상은 양호했다. 
Figure 9는 노랑색 형광체 Y2 함량이 0.5%이었을 경우 최적의 표면 

형상을 보인 광전극의 단면 사진이다. 합성 TiO2로 제조된 광전극의 

단면처럼 약 7 µm 정도의 두께를 보였고 Y1의 경우 0.5%의 첨가 시 

적절하게 분포되어 균열의 발생 빈도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0은 형광체가 첨가된 광전극의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효

율을 평가한 전류-전압곡선과 전류 밀도의 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 
Y2가 효율이 좋은 이유는 Y1 형광체와는 달리 페이스트 제조 시 분

산성이 좋고 입자 모양 또한 구형으로 일정한 형상을 지니고 있어 광

전극의 제조 시 상당히 좋은 표면의 형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Y1 형광

체에 비해서 안정적인 태양전지로 동작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형광체 첨가 함량이 0.5%일 경우, 전류 밀도의 향상으로 가장 높은 에

너지 변환 효율인 8.3%는 기존 대조군 대비 10% 정도의 효율의 향상

을 가져옴을 알 수 있었다. 적당한 양의 형광체를 첨가하여 전류 밀도 

값의 향상을 가져온 것은 형광 효과 혹은 산란 효과로 인해 동일한 

광전극의 면적에서 태양광의 흡수량을 증가시켜 광전자의 발생 양을 

증가 시켰다고 생각된다. 또한 생성된 광전자를 모두 TiO2 반도체 층

으로 주입이 되지 않고 광전극의 특성에 상응하는 양 만큼만 전달하

였다고 사료된다. 형광체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입자 크기가 크고 

염료의 리간드(COO-)와 흡착 환경 변화로 합성 TiO2 광전극에 비해 

비표면적과 흡착량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형광체의 형광효과(또는 산란효과), TiO2

의 표면적 그리고 염료의 흡착량을 최적화 할 경우, 형광체 첨가로 인

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효율 향상을 크게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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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I-V curves of additive phosphore Y1 (a), Y2 (b) and G3,8 (c). 

4. 결    론

다양한 형광체의 종류 및 양이 조절된 광전극용 페이스트를 이용하

여 TiO2 광전극을 제작한 후,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합성된 TiO2의 BET 분석 결과 비표면적은 180 m2/g이었고, BJH 

방법으로 계산한 평균 세공의 크기는 3.2 nm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XRD 분석 결과 500 ℃에서 소성 샘플의 경우 아타나제(anatase) 

주 피크에 해당하는 25 θ 부근에서의 결정상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성장하였다. 반면, 550 ℃ 이상의 온도에서 소성할 경우 차츰 루타

일(rutile)상으로 변함을 확인하였다.
3) 합성된 TiO2의 HR-TEM 및 FE-SEM 분석 결과 입자의 크기는 

10∼20 nm 정도로 TiO2 입자끼리 서로 완전히 단 분산 되지 않고 넥

킹(necking)하여 벌크(bulk)화 된 포도송이 형태로 네트워킹을 형성함

을 알 수 있었다. 
4) 형광체가 첨가된 광전극의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효율을 평가

한 전류-전압곡선과 전류 밀도의 변화를 나타낸 결과 Y2 형광체가 첨

가된 페이스트 제조의 경우 분산성이 좋고 입자 모양이 구형으로서 

일정한 형상을 지니고 있어 광전극의 제조 시 상당히 좋은 표면을 제

공하기 때문에 첨가 함량이 0.5%일 경우 전류 밀도의 향상으로 가장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인 8.3%로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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