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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구 책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태양광기술연구실 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겸임))

Special Thema

1. 기술 개요

반도체 접합 태양전지와는 달리 광합성 원리

를 이용한 광전기화학적 염료감응 태양전지가 

Gratzel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표된 이후 [1], 염

료감응 태양전지는 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버

금가는 10% 이상의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 [2]과 

반투명, 다양한 색상, 구부림이 가능하여 다양한 

연구가 대학, 연구소 및 산업에서 꾸준히 연구되

어져 오고 있다.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가장 일반

적인 구조는 그림 1과 같으며, 염료가 흡착된 나

노입자 산화물 반도체 작동 전극, 백금 상대 전

극, 그리고 두 전극 사이에 채워진 전해질로 구성

되어 있다.

작동원리는 염료는 빛을 흡수하여 n-형 나노

입자 반도체 산화물의 전도띠에 전자를 주입한

다. 나노입자 반도체 산화물에 주입된 전자는 나

노입자들 사이의 계면을 통하여 투명 전도성 박

막, 그리고 외부회로로 전달하게 된다. 외부회로

에서 전기적 작업을 수행하고 백금 상대 전극에 

도달한 전자는 전해질의 산화/환원작용에 의하여 

산화된 염료를 환원시켜 작동이 완성된다. 가장 

효율적인 나노입자 반도체 산화물로는 ~20 nm 

TiO2가 사용되고 있으며, 염료로는 루테늄계 염

료(N719, Z907 등)가 알려져 있다. 

한편으로 빛에너지를 흡수한 루테늄계 염료는 

기저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전이한 후, 반도체 전

도띠로의 전자 주입 속도는 펨토-피코초의 매우 

빠른 속도이며, 산화된 염료는 산화/환원 전해질

로부터 수 나노초 내에 재생된다. 반면 주입된 전

자가 나노입자 반도체 산화물의 표면 에너지 준

위에 머무르는 동안 산화/환원 전해질과의 재결

합 (recombination 또는 back reaction)의 속도

는 마이크로~밀리초로 전자주입 속도와 염료 환

원 속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대

부분의 광전자는 반도체 전도띠로 주입되고, 나

노입자 산화물들 사이의 전자 전달이 가능하게 

된다.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 번째

로,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하여 건물 내부

의 약한 태양광, 흐린 날의 산란광, 그리고 직사

광의 각도가 최적화되지 못한 약한 태양광에서 

상대적으로 우수 태양전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북향 혹은 건물의 유리창 등에 상대적으로 우수

한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는, 고분산성 

나노입자 필름을 이용하기 때문에 투과성이 우수

염료감응 태양전지 기술 동향

그림 1.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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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다양한 색상의 염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컬러, 투명 태양전지 제작이 가능하여 심미적 

기능이 우수한 태양전지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제조공정이 인쇄공정 등 비진공(non-vacuum) 

프로세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하여, 에너지 회수 시간 계산에 의하면 염

료감응 태양전지는 동일 평가 조건에서 다른 태

양전지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연구 및 시장 동향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연구는 기초 분야부터 

상용화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염료감응 태양전지를 구성하는 소재의 

관점에서 반도체 전극 분야에서는 나노입자 산

화물의 합성(TiO2, ZnO 등, 그리고 코아-쉘 구

조의 복합체)과 전자전달 해석, 그리고 빛 흡수

영역 확대 및 다양한 색상의 염료감응 태양전지 

개발을 위한 염료 합성 연구를, 그리고 상대전

극에 있어서는 백금을 대체하기 위한 소재 연구

(탄소, PEDPOT:PSS 등 유기물)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다. 

염료감응 태양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액체 전

해질은 용매의 휘발 특성으로 인하여 박막태양

전지의 내구성 규격에 부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상용화 관점에서 장기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분자 겔, 이온성 액

체 전해질 개발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상용화 연구 동향을 살

펴보면, 유럽의 경우에는 ECN, 프라운호프연구

소 (Fraunhofer), 솔라로닉스 (Solaronix), 그

리고 EPFL 등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호

주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DyeSol이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소

재와 모듈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소재 및 

장비, 그리고 사업화 컨설팅 사업을 10여년 전

부터 하고 있다. 나노입자 산화물 태양전지의 

상용화 기술 개발이 가장 활발한 곳은 일본으

로, 2000년 이후부터 샤프, 도요타, 후지쿠라, 

산요 등 대기업을 포함한 상당수의 기업에서 염

료감응 태양전지 소재부터 모듈 제조까지 상용

화 기술을 개발하여 염료감응 태양전지 산업의 

신규 시장 개척을 가장 활발히 추진하였다. 그 

결과 내구성 및 실증 검증을 진행하여 개발 완

성도는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으

나, 최근 실제 사업화 단계에서 사업화 진행이 

정체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국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었고,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국가적 미래 산업 육성 정책으

로 인하여 연구 및 기업들의 참여가 매우 활발

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염료감응 태양전지를 

포함한 박막 태양전지 분야의 사업화 진행이 최

근 정체되었다. 태양전지 산업이 정부지원 사업

에서 시장경쟁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실리

콘 태양전지의 가격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우위

를 확보하여 염료감응 태양전지를 포함한 박막 

태양전지의 산업화가 정체되고 있다.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산업화는 독점적 상품

화 가능한 사업화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 현재

로서는 매우 중요하며, 가격 경쟁력보다는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화를 위한 중요한 

핵심기술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염료감응 태양

전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여 차별화

된 사업화 영역으로는 반투명, 컬러의 장점을 

극대화한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그리고 얇고 가

볍고 구부림이 가능하여 디자인 장점을 극대화

그림 2.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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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부림이 가능한 태양전지로 판단되어 진다. 

현재 국내외 기업들 G24i, Dyesol, 토요다, 소

니, 샤프, 후지쿠라, 이건창호, 동진쎄미켐, 오

리온전지, 상보 등에서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또

는 구부림이 가능한 태양전지 사업으로 염료감

응 태양전지를 개발하고 있다. 

3.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반투명 컬러 태양전지

건물일체형 태양전지(BIPV,  Bu i ld ing 

Intergrated Photovoltaic) 시스템은 태양광발

전기술을 건축물에 접목하여 태양전지 모듈 자

체가 건물 외장재로서 기존 건축물의 마감재를 

대체하면서 전기를 발전하는 시스템으로서, 에

너지요소 및 디자인 요소, 그리고 건축적요소가 

복합되어 있다. 현재 이건창호, 동진쎄미켐, 오

리온전기 등에서 대면적 건물일체형 반투명 염

료감응 태양전지를 양산기술을 확보하고 있으

며, 자체 평가를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선루프는 반투명이며 전기를 생산하

고 다양한 색상이 가능한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장점을 차별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현대

자동차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한편으로 염료감응 태양전지로 온실용 태양

전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

다. 식물은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흡수하여 광

합성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440 nm ± 10 nm 그리고 660 nm ± 10 nm 

영역의 빛이 광합성을 위한 파장으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440nm와 660nm 영역의 빛은 투

과하고 그 이외의 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특정 

파장의 빛을 투과하는 기술은 다른 태양전지와 

차별화된 기술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의 N719, Z907 등 루세늄계 염료감응 태양전

지는 660 nm 영역의 빛은 충분히 투과 가능하

나 440 nm 영역의 빛은 흡수하여 전기를 생산

하여 투과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아직 재배 

작물에 따라 정확하게 정의된 파장과 광량에 대

한 정보가 부족하여 태양전지에서 요구조건에 

대한 정의가 완전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파장 조절이 가능한 투명 태양전지는 온실이외

에도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고, 기술적 차별성이 

탁월하여 앞으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다. 

4. 플렉시블 태양전지

정보-지식-지능화 사회는 끊임없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요구

되는 다양한 정보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

켜주기 위하여 전원 공급으로부터 자유로운 통

신이 가능한 웨어러블 컴퓨터(Wearable PC)와 

같이 휴대하거나 인체에 내장하는 임플란트 컴

퓨터(Implanted PC)와 같은 형태로 발전할 것

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 정보통신 그림 3. 건물일체형 반투명 태양전지.

그림 4. 건물일체형 염료감응 태양전지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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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보조 전원 공급 장치는 가볍고, 디자인

이 자유로운 유연한 플렉시블 태양전지가 요구

되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5]. 

기존의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나노입자들 간

의 전기적 접촉과 나노입자 박막과 기판과의 부

착력을 위하여 전도성 유리 기판을 사용하여 

500℃ 내외의 가열과정으로 산화물 반도체 박

막과 백금박막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플렉시블 

태양전지를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구부림이 가

능한 전도성 고분자 기판에 나노입자 반도체 박

막을 구현하여야 하는데, 200℃ 이상의 온도에

서는 플렉시블 전도성 고분자 기판이 변형되어 

기존의 나노입자 제조에 필요한 가열과정이 불

가능하다. 따라서 전도성 고분자 기판을 사용한 

플렉시블 염료감응 태양전지 개발은 저온 과정

으로 ~10 ㎛ 두께의 나노입자 박막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6,7]. 그

러나 나노입자들 사이의 전자전달을 위한 전기

적 접촉과 전도성 기판과의 부착력 등의 문제점

이 저온과정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전도

성 유리 기판을 사용한 고온공정의 염료감응 태

양전지에 비하여 낮은 에너지 변환 효율의 결과

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플렉시블 태양전지

는 roll-to-roll 제조 공정으로 대량 생산이 용

이하여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기존의 유리형 염

료감응 태양전지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한편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기존의 

전도성 고분자 기판을 사용한 플렉시블 태양전

지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부림이 가능

하고, 전자전달이 가능하며, 500℃의 고온 과

정에서 안정한 재료로 금속을 선정하여 금속판

형 플렉시블 염료감응 태양전지를 개발하였다 

[8,9].

금속 기판에 나노입자 산화물 박막을 구성하

고 가열하는 과정에서 금속표면이 산화하여 금

속과 나노입자 TiO2 박막 사이에 금속산화막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금속산화막은 반도체 또

는 부도체 산화물을 형성하게 된다. 반도체 특

성의 금속 산화물이 생성된 경우에는 염료로부

터 TiO2의 전도띠에 주입된 전자가 금속 산화물

의 전도띠에 전자전달이 가능하여 외부 회로로 

전자 이동이 가능하며, 금속 산화물의 전도띠의 

에너지 준위와 나노입자 TiO2 전도대의 에너지 

준위차가 작을수록 전자 이동에 대한 에너지 소

비가 작아 에너지 변환 효율이 증가하게 된다. 

티탄늄 기판의 경우에 티탄늄 표면에 생성된 이

산화티탄늄과 나노입자 TiO2가 같은 물질로 전

자 이동을 위한 에너지 소지가 가장 적어 가장 

좋은 효율을 나타내었다. 반도체 특성이 없는 

금속 기판의 경우에도 금속 기판에 ITO를 코팅

하여 나노입자 TiO2 박막을 형성하면 나노입자 

TiO2에 주입된 전자가 ITO를 통하여 외부 회로

로 전자 이동이 가능하여 태양전지 특성을 보여

주게 된다. 

금속기판을 이용한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효

율 향상은 금속과 금속산화물, 그리고 TiO2 계

면에서의 전자전달과 금속이 빛을 투과할 수 없

어 금속에 의하여 반사되는 빛을 효율적으로 활

용하기 위한 광학적 특성을 최적화하면 고효율

의 금속기판 플렉시블 염료감응 태양전지 구현

이 가능하게 된다. TiO2와 금속산화물 계면에서

의 전자전달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속 표면에 

에칭 등 화학적 물리적 방법으로 금속 표면에 

미세한 굴곡면을 형성하면 (표면 거칠기) TiO2

와의 접촉 면적이 증가하고 금속산화막과 TiO2 

박막사이에 부착력이 증가하여 에너지 변환 효

율이 향상되게 된다 [10]. 

그림 5. 금속기판 염료감응 태양전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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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속을 산화양극법으로 전기화학적 에

칭하면 금속표면에 나노튜브가 형성된다. 형성

된 금속 산화물 나노튜브는 전해질과 금속표면

과의 접촉에 의하여 금속표면에 전달된 전자와

의 재결합을 현저히 낮추고, TiO2 나노입자를 

통하여 금속산화물 나노튜브로의 전자전달이 

현저히 향상되어 에너지변환 효율이 향상되게 

된다 [12,13].

Ti 금속은 불균일한 Finer-grained Ti가 생

산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Finer-grained 

Ti는 Ti 기판에 나노입자 TiO2를 코팅하고 열

처리하면, 전자전달을 방해한다. 따라서 HF-

HNO3 혼합산 용액을 이용하여 불균일한 

Finer-grained Ti를 화학적 에칭하여 제거하고 

Ti 금속 결정이 잘 형성된 Ti 금속표면에 TiO2 

나노입자를 코팅하고 가열하면 전자전달이 현

저히 향상된다. 한편으로 iner-grained Ti가 제

거되는 표면 에칭과정에서 금속표면의 거칠기

를 조절 가능하며, 에칭으로 Ti 결정성이 향상

된 단결정의 산화막이 형성되면서 결정성 향상

과 Grain size의 증가 및 얇아진 산화막과 금속

표면에서 반사된 빛의 간섭에 의해 반사되는 파

장을 조절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HF-HNO3 처

리된 Ti 기판의 가시광대 영역에서의 반사가 염

료감응 태양전지의 염료 흡수 파장에 잘 일치하

도록 조절하면, 빛 흡수 증가에 따라 전류밀도

가 현저히 향상된다. 이와 같이 결정성이 떨어

지는 표면을 가지고 있는 Ti 금속을 화학적 에

칭을 통하여 전자전달 계면을 최적화하고, 반사

되는 빛을 조절하면 금속기판을 이용하여 9% 

이상의 에너지 변환 효율의 플렉시블 염료감응 

태양전지가 가능하게 된다 [11]. 

금속기판을 광전극으로 사용하고 상대전극으

로 ITO고분자기판을 사용하여 대면적의 플렉시

블 태양전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면적 증가에 따

른 ITO기판의 저항 증가를 제어해야 하는 문제

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ITO 고분자 기판은 구부림에 의하여 ITO박막의 

균열 등이 발생하여 플렉시블 태양전지 상용화

를 위한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ITO 기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금

속 2장으로 플렉시블 염료감응 태양전지를 구

현하는 ITO-free 금속 2장 염료감응 태양전지

의 구조는 그림과 같다. 기존의 염료감응 태양

전지는 광전극과 상대전극이 마주하는 구조이

나, 금속 2장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광전극 (금

속 1)과 상대전극(금속 2)이 빛이 들어오는 방

향으로 평행하게 위치

하게 된다. 광전극의 금

속기판은 전해질의 이

동이 가능하도록 ~ 20 

㎛ 크기의 미세 구멍을 

화학적 에칭으로 구성

하였다. 미세 구멍과 미

세 구멍사이의 간격은 

전해질의 산화/환원을 

위한 이동거리와 관계

가 있어 태양전지의 효

그림 6.  금속기판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표면 처
리 효과.

그림 7. 금속표면 에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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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 여향을 주고 있었으며, 미세 구멍 사이의 

간격이 좁게 구성하게 되면 충분한 에너지 변환 

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 [14,15].

금속 기판을 광전극으로 사용하여 염료감응 

태양전지가 가능함을 2005년에 특허와 논문을 

발표한 이후 영국의 G24i와 타타스틸 등에서 

상품화를 성공하여 2011년부터 시제품을 양산

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상보가 금속기판

을 사용한 염료감응 태양전지 시제품 제작을 위

한 파일럿 라인을 완성하고, 대면적 (900 ㎠)

에서 5%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G24i, ㈜상보 등 금속기판을 사

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는 공정은 비진공 roll-

to-roll 인쇄 공정으로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맺음말 및 
앞으로의 과제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후보의 하

나로 관심이 고조되었던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산업화 정체와 페로브

스카이트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의 

관심 고조로 최근 침체되고 있다. 따라서 염료

감응 태양전지의 장점을 극대화한 비즈니스 모

델을 발굴하고 상품화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언제, 어디서나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서비스에 대한 정보통신 기기의 발

전에 따라 전원장치도 소형화, 박형화, 고용량

화, 고효율화, 유연화, 무선충전 등의 기능을 추

구하고 있어 플렉시블 태양전지의 신규시장 창

출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플렉시블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새로운 형태로 금속 기판

을 이용한 플렉시블 염료감응 태양전지를 성공

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으며, ITO 전도성 기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금속 2장을 사용한 ITO 

free 염료감응 태양전지를 구현하여 새로운 가

능성을 제시하였다.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반투명, 컬러, 그리고 

전기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기능은 상품화 활용 

잠재력은 매우 우수하며, 온실용 태양전지와 같

이 투과되는 파장 조절이 가능한 태양전지 기

술은 새로운 연구 분야로 다양한 응용이 가능

하고, 기술적 차별성이 탁월하여 앞으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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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금속기판 2장 염료감응 태양전지.

그림 9.  대면적 금속기판 염료감응 태양전지 기술 
((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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