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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염료감응 태양전지는(Dye sensitized solar cell; DSSC)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낮은 제조원가, 투명성, 유

연성 및 다양한 채색성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TiO2 나노입자는 대표적인 광전극 물질로 이를 적

용한 DSSC는 11%의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을 달성한 바

있다.1,2 최근에는 보다 높은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

노볼,3,4 나노막대5,6 등 다양한 나노구조물을 전극에 적용

하거나, TiO2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전극물질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전현상을 나타내는 금속산화

물로는 TiO2 이외에도 ZnO, SnO2, Nb2O5, WO3 등이 알려

져 있으나,7-10 이들 중 ZnO와 SnO2가 가장 집중적으로 연

구되고 있다. 

ZnO는 (밴드갭 3.2 eV) 전도띠 에지 에너지가 TiO2와

거의 비슷하다는 점과11 다양한 나노구조물이 가능하다

는 점에서 전극물질로 강점이 있으나, 염기성이 높아(등

전점 pH=9) 유기산인 루테늄 염료에 표면이 용해되는 단

점으로 응용에 한계를 보이면서 최대 효율은 5-6%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12 이와는 반대로 SnO2(밴드갭 3.4 eV)는

산에 대한 안정성은 뛰어나지만, 전도띠 에지 에너지 준

위가 TiO2, ZnO에 비해 약 0.3 V 낮아 기전력(Voc) 이 0.3-

0.4 V로 비교적 작고효율 역시 1-2%로 낮다는 단점이 있

다.13,14 이는 SnO2의 나노입자의 크기가 4-5nm 정도로 매우 작

아 표면 상태(surface trap state)의 농도가 높고 recombination

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점과 전극막 내부에 형성되는 공

극의 크기가 작아 적절한 전해질 확산경로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15 그러나 나노볼 형태 등 2차 나노구조

를 도입하거나,16 SnO2 전극 표면을 MgO 등으로 코팅처

리하면, Voc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효율 역시 증가

하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다.17,18

특히 ZnO와 SnO2를 아세트산의 존재 하에 혼합한 복합

전극 DSSC의 경우, 효율이 3-5.1%로 향상되는데 이는 광

전자의 전극 내 주입과정과 확산과정이 개선되었기 때문

으로 보고된 바 있다.19 그러나 아세트산이 ZnO를 용해시

킨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ZnO-SnO2 복합전극은 ZnO

@SnO2 core-shell 입자전극의 성격이 크고, 전술한 바 와

같이 표면상태의 개선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용해된 ZnO 성분이 없는 단순 나

노볼 SnO2-ZnO 복합전극을 아세트산 없이 제작하고 이

를 적용한 DSSC의 광전특성을 조사하여 SnO2-ZnO 복합

화의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 험

SnO2 수용액 콜로이드와 (Alfa Aesar; 4-5 nm, 15% 수용

액) 200 nm 크기의 ZnO를 혼합하여 복합전극재료로 사용

하였다. ZnO는 보고된 바와 같이 물의 함량을 조절하여

sol-gel 법으로 합성하여 사용하였다.16,20,21 0.15 M Zn

(CHCOO)2·2H2O 에탄올 용액 400mL를 20분간 환류한 후

얼음으로 냉각하였다. 여기에 0.21 M LiOH·H2O 에탄올

용액 400 mL를 1시간에 걸쳐 강한 교반과 함께 적가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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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Zn-acetate-OH 졸 용액에 56 mL의 증류수를 다시 2

시간에 걸쳐 적가하면 약간 탁한 ZnO sol 용액이 얻어지

는데, 이를 150 oC에서 6시간 동안 수열반응을 시키면

200 nm ZnO 입자를 얻게 된다. 생성물은 에탄올로 여러

번 세척하여 회수하였다. SnO2-ZnO 혼합전극용 페이스

트는 SnO2 대비 ZnO의 질량비 ZnO/SnO2를 0-100%로 변

하시키면서 제조하였다. 40 w%의 hydroxypropylcellulose

(HPC, Aldrich, M.W.=80,000)가 고분자 thicker로 사용되

었고, 전체 산화물의 질량비가 13w%가 되도록 에탄올을

첨가한 후 24시간 강하게 교반하여 점도가 높은 페이스

트를 준비하였다 이 페이스트를 FTO glass에 (Pilkington

TEC 8) doctor blade 법으로 도포하였고, 5 시간 동안 상온

에서 건조한 후 500 oC에서 30분간 소결하여 광전극막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전극막들은 0.3 mM ruthenium

dye Ru[dcbpy(TBA)2]2(NCS)2[N719] 에탄올 염료용액에

넣고 60 oC에서 두 시간 동안 방치하여 염료를 흡착시킨

후 에탄올로 세척한 후 상온에서 건조하였다. 광전극 양

극은 나노 Pt 입자가 코팅된 FTO glass를 사용하였고 두

전극판은 열가소성 필름 Surlyn(Dupont; t=30-µm)를 이용

하여 결합되었다. 산화환원 전해질은 0.6 M 1-hexyl-2,3-

dimethyl imidazolium iodide(C6DMI), 0.2 M LiI, 0.04M I2,

그리고 0.5M tert-butyl pyridine(TBP)를 3-methoxy propionitrile

(MPN)/acetonitrile(ACN) (1:1v/v)의 혼합용매에 녹여 5시

간 교반한 후 사용하였다. 

FE-SEM사진은 Jeol사의 JSM 700F를 이용하여 촬영되

었으며 I-V 거동은 Xenon 램프가 장착된 Yamasida Denso

사의 solar simulator(Class A)를 이용하여 AM 1.5 global

조건하에서 Kiethley 2400 digital source-meter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표준조사량은 NREL에서 인증한 표준 단결

정 Si-태양전지를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IPCE는 Photovoltaic

Measurement 사의 Xenon 램프를 광원으로 한 IPCE spectrometer

를 이용하여 400-800nm 영역에서 측정되었고 할로겐 백

색광이 바이아스광으로 적용되었다.

결과 및 논의

Fig. 1은 SnO2-ZnO 복합전극의 FE-SEM 사진이다. ZnO

가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SnO2 전극은 5 nm 정도의 미세

SnO2 입자가 평탄한 표면을 이루고 있고 작은 공극들이

사이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ZnO 입자가 첨가된

모든 복합전극은 SnO2-ZnO 입자들이 서로 agglomeration

되어 900 nm 정도 직경의 낱알형의 복합입자가 형성되어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전극이 형성된 것을 보여준다. ZnO

의 함량이 20% 이상으로 증가한 복합전극에서는 ZnO 입

자가 표면에서 관찰되는데, 이는 복합입자들의 형성 과정

을 시사하고 있다. 즉, ZnO 입자들은 SnO2 콜로이드 용액

내로 첨가될 때 매우 잘 분산되고 이 과정에서 미세한

SnO2 입자들이 ZnO 표면에 부착되어 SnO2-ZnO 복합입자

단위가 만들어지고, 이들이 남아있는 SnO2 입자와 함께

복합입자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ZnO 함량이 낮은

Fig. 1. SnO2-ZnO 전극막의 FE-SEM 사진. (a) SnO2 나노입자 전극 (inset; 200nm ZnO), (b) ZnO/SnO2 = 5%, (c) 10%, (d) 20%, (e)
30%, (f) 50%, (g) 70%, (h) 100%, (i) ZnO/SnO2 = 100%를 5M 아세트산으로 14시간 처리한 전극. 스케일 바는 1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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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복합입자의 표면에서 ZnO를 관찰하기가 어려운 것

도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SnO2 입자수가 충분

한 경우 ZnO의 표면을 모두 잘 감싸서 ZnO가 외부로 노

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ZnO의 함량이 상대

적으로 높아 SnO2의 입자수가 줄어들게 되면 ZnO의 표면

을 완벽하게 감싸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ZnO의

표면이 외부에 노출된 채로 복합입자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16 

Fig. 2는 SnO2-ZnO 콜로이드 용액(ZnO 10%)에 물, 1 M

암모니아 및 에탄올을 10 w% 첨가할 때 나타나는 복합입

자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물을 첨가하면 입자의 크기

는 2 µm 정도로, 암모니아를 첨가한 경우 3-5 µm 크기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에탄올의 경우 복합입자가 잘

형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OH- 이온농도가 ZnO,

SnO2 입자표면 -OH기의 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고려

할 때 복합입자가 형성될 때의 입자간 상호작용은 주로

ZnO와 SnO2의 표면에 존재하는 -OH기를 통한 수소결합

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

SnO2 전극처럼 전극표면이 단순한 미세 나노입자의 집

합체로 형성되는 경우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합성된

SnO2-ZnO 복합입자는 전극 내에 매우 큰 공극을 형성하

게 된다. 이는 전해질의 침투와 확산에 매우 유리할 것으

로 생각된다. 한편, 일부 복합전극들은 아세트산 5M로 14

시간 처리하여 ZnO를 제거하는 것을 시도하였는데, ICP

분석결과 ZnO의 함량이 높을수록 제거되는 비율은 점점

낮아져 ZnO의 초기 함유량 대비 제거된 비율 ZnO제거/

ZnO초기은 0.91(ZnO 함량 10%), 0.70(30%), 0.63(100%)로

각각 나타났다. 이 결과는 ZnO의 함량이 높은 복합입자

의 경우 아세트산 용액이 내부로 침투해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SnO2-ZnO 복합입자 내

에서 ZnO, SnO2 입자간 결합이 더욱 강해져 치밀한 구조

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DSSC의 전극특성의 관점에

서 보면 복합전극의 치밀한 구조는 첫째로 염료분자, 전

해질의 복합입자 내 침투가 어려워질 것과, 둘째로는 복

합 입자간 SnO2에 의한 연결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 또한

시사하고 있다. 또한 Fig. 2(i)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거

된 ZnO가 남기는 표면의 구멍은 그 크기가 ZnO와 일치하

여 (Fig. 2(a)) 두 입자의 혼합과정에서 ZnO가 용해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은 SnO2-ZnO 복합전극 DSSC의 I-V 특성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SnO2 단순 전극의 I-V특성은 Voc=0.465V,

Jsc=7.49 mA/cm2, ff=47.7%, 에너지변환효율=1.66%로 기

존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ZnO가 첨가되면 초기

에 Voc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30% 이후에는 0.71V 근방에

서 안정화 되었다. ff 역시 Voc와 유사하게 ZnO의 첨가에

따라 70-75% 영역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Jsc는

ZnO 5%까지만 약간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여 ZnO

50%의 경우 1.82 mA/cm2의 최소값을 보여주는데 이는 초

기값 대비 1/4에 해당한다. 이후 다시 증가하여 ZnO

Fig. 2. SnO2-ZnO 복합전극 (ZnO/SnO2 10%)의 FE-SEM 사진.
원래 전극 (a), 물 (b), 1M 암모니아 (c) 및 에탄올을 (d) 10 w%
첨가한 페이스트로 제작한 전극. 스케일 바는 1 µm.

Fig. 3. 나노낱알 SnO2-ZnO-DSSC의 I-V 커브와 (a) 주요 광전
상수의 변화추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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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는 5.88 mA/cm2을 나타내었다. 변환효율의 전체적

인 거동은 Jsc와 유사하였다. 즉 ZnO 5%의 경우 3.96%로

최대효율을 보였고, 다시 2.19%(10%), 1.29%(30%), 0.90%

(50%)로 감소하다가 1.10%(70%), 2.98%(100%)로 증가하는

거동을 나타내었다. 

SnO2는 TiO2에 비해 CBE가 약 0.3 eV가 더 낮은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고 있어 Voc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또한

SnO2 입자는 높은 표면상태(surface trap state)를 나타내고

SnO2 → I-/I3
- 전해질로의 빠른 전하재조합(recomibation)

으로 Voc는 더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

서 관측된 나노입자 전극의 0.465 V는 이를 반영하고 있

다. SnO2-ZnO의 복합전극은 많은 연구자에 의해 조사되

었고 괄목할 만한 변환효율의 증대가 보고되었다. 그 원

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고려되고 있는데, 첫째로

는 ZnO가 SnO2 표면에 코팅되어 퍼텐셜에너지 장벽의 역

할을 하는 것이다. ZnO의 CBE는 TiO2와 유사한 위치에

존재하므로, SnO2 입자 표면의 낮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

들이 I-/I3
- 전해질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

한 core-shell 형태의 복합전극들은 Zn-acetate 등을 SnO2

콜로이드에 첨가하여 제조되어 Voc 및 변환효율의 향상

을 보여준다.22 다른 방법으로는 크기가 큰 ZnO 입자를

SnO2와 섞어 복합전극을 만드는 것으로 이때에는 높은

운동에너지를 갖는 전자들로 인한 전하분리가 크게 개선

되는 것으로 제안된 바 있고 변환효율은 8% 근방의 큰 값

을 보였다.23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가적인 첨가물로서

Zn-아세테이트나 아세트산을 첨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어

서 SnO2의 표면에 퍼텐셜에너지 장벽이 형성되는 것도

가능하여 광전특성의 향상은 두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

한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는 두 입자를 혼합한 것 이

외에 Zn-아세테이트나 아세트산 등을 첨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SnO2 표면의 개질은 불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전

하 재조합의 개선 효과는 배제할 수 있다. 반면에 SnO2-

ZnO의 복합전극에서의 전하분리의 향상은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ZnO의 함량이 50% 근방에서

최대의 성능향상을 유도한 것과는23 달리 단지 5%의 ZnO

첨가에서 가장 높은 Voc 및 변환효율이 얻어진 것은 이러

한 전하분리 향상만으로는 설명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에서 관측된 광전특성 향상의 일차적 요인은 전

극의 독특한 나노구조로 생각된다. 기존의 복합전극들은

대개 단순한 나노입자의 혼합체이지만 이 연구에서 제조

된 복합전극은 SnO2-ZnO가 서로 뭉쳐서 낱알모양의 2차

구조를 띠고 이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전극을 이루고 있

는 형태를 보였다. 특히 ZnO의 첨가량이 작은(5-10%) 경

우에도 이러한 2차구조가 나타나고 첨가량이 증가해도

그 형태상의 변화는 거의 없다는 점과 최고효율이 ZnO

5%에서 나타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관측된 광전특성 향상의 일차적 요인이 전극의 독특한

나노구조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ZnO 첨가량이 50%

이하 영역에서는 ZnO의 역할이 SnO2 나노입자가 낱알형

태로 뭉쳐 2차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큰 역할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Voc는 SnO2-ZnO전극이 나노

낱알 구조를 띠자 곧 증가하였고, 계속 그 값이 유지되었

는데, 이는 나노낱알 구조가 recombination을 감소시키는

데 유리한 구조임을 의미한다. 

나노낱알 구조는 두 가지 측면에서 recombination을 줄

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낱알을 이

루면서 입자간의 연결성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전극 내 전자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 더

욱 중요한 것은 낱알입자간의 큰 공극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큰 공극들이 이루는 전해질의 넓은 확산경로는

I3
- 이온이 신속하게 전극외부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에 따라 전극-전해질 계면의 I3
- 이온의 농도

는 기존 전극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전극의 표면상태에 갇힌 전자들의 재조합은 줄어들고

Voc와 fill-factor가 증가하는 결과가 가능하다. Jsc의 경우

는 단순 SnO2 전극에 비해 ZnO 5%를 첨가한 전극은 재조

합의 감소로 약간 증가하고, 이후 ZnO 50%까지 감소하는

데 이는 이 영역에서 나노낟알 전극에서 ZnO의 광전특성

기여분은 그리 크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ZnO 입자크

기가 크다는 점과 ZnO의 함량이 아직은 독자적인 ZnO 연

결네트워크를 형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ZnO

의 CBE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SnO2의

표면적은 ZnO 함량에 반비례하고 이에 따라 감소하고 초

기 광전자생성량이 줄어드는 것이 Jsc의 감소원인으로 생

각된다. ZnO 함량이 70%이상이 되면 ZnO 입자간의 연결

네트워크가 일부 가능해지면서 Jsc와 변환효율이 다시 증

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Fig. 4는 SnO2-ZnO DSSC의 IPCE 결과를 보여준다.

IPCE(λmax=520 nm)의 ZnO 함량별 변화는 Jsc의 거동과 매

우 유사하여, 나노낱알 구조가 형성되면 값이 크게 증가

하지만, 이 후에는 ZnO 함량에 따라 감소하여 광전자의

형성도 SnO2 네트워크에서 주로 일어남을 시사하고 있다.

Fig. 4(b)는 정규화된 IPCE거동을 보여준다. 장파장 영역

에서의 IPCE 값은(λ=630 nm) 낱알이 형성될 때 크게 증

가하고, 이 후에는 완만하게 증가한다. 이는 나노낱알구

조가 도입되면 SnO2-ZnO전극에 광산란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ZnO 함량이 10% 이상에서는 입자크

기가 큰 ZnO 입자의 개수가 증가하여 추가적인 광산란

효과가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는 나노낱알 구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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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낱알 구조의 SnO2-ZnO 복합전극은

ZnO가 SnO2 입자 표면을 coating하는 것이 아니라 SnO2

입자의 뭉침을 도와주어 SnO2 입자간 연결성을 증대시키

고, 전극막에 큰 공극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SnO2-ZnO 복합전극은 표면상태가 개선

되어 Voc가 향상되었고, 장파장 영역에서 광산란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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