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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FTO subst rate thickness and TiO~ thin film th ickness on efficiencies in 

dye - sensitized solar cell has been investigated. The conversion effic iency of 3.4 % 

for lmm- thick substrate is improved to 4.3% when 2mm - thick substrate is used 

And the conversion efficiency of 4.3% for lOt/l11 - thick TiO~ layer is improved to 

4.9% when 21μn-thick TiO~ ILl yer is cO Ll ted. lmprovement of ef fici ency on 의 ubSlr Ll le 

and TiO~ layer thickness L1 re L1 SS0ci Ll te with the qU Ll nt ily :J nd \v:J vc :cnglh 01 

transmitted ligh t. 

Keywords Oye - sensitized sobr cel l. TiO~ Pa ste. Film Th ickness ‘ Substrate 

Thickness 

1. 서 론 

1991년 스위스 그라첼(Grðtze l) 연구팀이 보고한 염료감웅형 태양진지(Dye-se nsiti ze d sol <l r 

ce lls DSSCs)는 가시광선올 홉수하여 전자찰 생성하는 Ru( II ) 제열의 염료분자와 생성된 전자촬 

전달하는 나노입자 이산화티탄으로 이루어지는 산화물 반도체 전극을 이용한 광전기 화학적 태양 

전지로서 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에 버금가는 에너지변환 효율을 가지면서도 실 리 콘 테양전지에 

비해 제조방범이 쉽고， 생산 단가가 매우 저렘하기 때문에 대면 적의 테양전지할 만드는데 척함한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1]. 이 러한 연료감응형 태양전지의 구동 미l 카니픔은 다유파 같다. 표면에 

염료 분자가 화학적으로 홈착된 n형 나노 입자 반도체 산화물 전곽이 빛윤 휴수-하면 연료분자는 

전자-정공쌍을 생성하고， 전자는 반도체 산화물의 전도띠로 주입되며， 반도체 산화폴 전극으로 주 

입된 전자는 나노 입자간 제변을 통하여 투명 전도성 막으로 전닫되어 전류릎 발생 시키 게 된다. 

염료 분자에 생성된 정공은 산화-환원 전해칠에 의해 전자콸 반아 다시 환원되게 된다. 위와 같 

은 원리로 작동하는 염료감웅형 태양전지의 성능은 주로 그 구성요소의 4가지 에너지 준위촬 기 

본으로 한다. 그 네 가지 는 감광제의 기 저상태 (ground stélte , LC :\lO l와 여 기 상태 (excite d stélte. 

HOMO) , 전도대 가까이에 위치한 이산화티타늄 전극의 페르미 준위 (Fermi leve l), 그리고 전해질 

에서 매개체0-/1:3-)의 산화-환원전위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러한 4가지 구성요소활 좌 제어 하면 

염료감웅형 태양전지의 효율 향상올 이 룹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위와 같이 엮료암웅헝 태양전지 

효율에 영향올 줄 수 있는 인자뜰 증 벚 가지 룹 선정하여 효율에 미치는 영향올 얄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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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실 험 

2. 1. 실험재료 및 방법 

실험에 사용한 Ti02 나노 페이스트는 상용제품(Ti-Nanoxide T20/SP , sol a ronix)윤 사용하였 

다. 아세톤， 에 탄올 및 증류수에 넣어 초음파 세척된 fluorine-clopecl tin clioxicl e (FTO , Asahi 

Glass , 10Q/c며) 기판위에 제조된 페이스트플 떨어뜨린 후 cloctor blmle 코팅방범으로 코팅 하였 
츠드 다. 사용된 기 판의 두께는 lmm , 2mm 두 가지 이다. 이렇게 코팅된 막의 두께는 alpha-step 

정 결과 1층의 TiO" 페이스트콸 코팅하였을 경우 8- lOtnn, 2층의 TiO" 페이 스트륜 코팅하였을 경 

우는 20-23tnn 였다. 광활성층은 정사각형의 형태로 0.25cm'로 제작한 후 분당 10 "c씩 승온 하여 

450 "C에 도담한 후 1 시간 정도 옐처리 하였다. 이렇게 제조 된 나노 다공성 TiO, 천극 막올 
acetonitrile과 tert-butanol올 50:50(v/v)의 비울로 혼합한 용매에 Ru제 ;-';719 광감웅형 염료 

(Ruthenium 535-bis TBA, Solaronix)할 혼합하여 7mM의 농도로 제조된 염료용액에 닦그고 24 

시간 홉착시켰다. 백금 나노 입자 상대 전극은 FTO 기판 위에 Pt 페이스트 (Pt-l , Dyeso l)찰 이 

용하여 doctor blade 코탱하여 분딩 10 "c씩 숭온 하여 400 "C에 도달한 후 0.5시간 정도 열처리 

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두 캐의 기판 사이에 sealing sheet (SX 1170-60, Solaronix)찰 넣어 샌 

드위치 형으로 조합하고， 80"C에서 녹여 상온에서 방치한 후， 기판 사이의 전헤칠이 뜰어 갈 공간 

올 확보하였다. 그리고 완전히 접착 후 두 기판 사이에 요오드 이온올 항유하는 전해질(EL 141 , 

Dyesol)올 주입 하고， 주입부위도 전해액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염료감웅형 태양전지콸 만들 

었다. 효융은 solar simulation system올 이용하여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제작된 젤의 효올올 평 

가하였다. 

2.2. 분석 방법 
염료감웅형 태양전지의 광전극 재료로 사용된 TiO" 산화물의 경우 광활성 층의 두께 변화는 

alpha-step (Alpha step IQ surface profiler, KLA Tencor)흘 이용하여 관첼하였다. 다양한 조건 

으로 제조되어진 염료감웅형 태양 진지의 효율의 측정은 Keithley 236 Source \1eas ure me nt와 

Solar Simulator (300W simulator moclels 81150 ancl 81250 , Spectra physics Co.)관 사용하여 

표준 조건 (AM 1. 5 , 100 mW/cm2 , 25 OC)에서 측정되었으며， 이용하여 전압-전류 밀도 곡선올 구 

하였다. 

3 . 결과및토론 

3. 1. FTO 기판 두께애 따른 광천변환 효흡 
Figure 1 은 FTO기판의 두께에 따픈 역료감웅형 태양전지 소자의 전안-천류 및도 츠's.^~ "' 。 갤과 

이다. 사용된 기 판의 두께 는 lmm 와 2mm 이며， TiO" 페이 스드는 l 흉만운 코팅하였다 

판은 친파픔 나타냈다. 실험결과는 두께가 2mm쿄 두꺼 분 기판이 

과값은 Table 1 에 나타냈었다. 

광천변환효율이 더 상세한 점 

Table 1. Photovoltaic characteristics of clye-sensitizecl solar cell basecl on the substrate 

thickness 

Substrate 
Voc( V) 

Thinkness 

1mm 0.652 

2mm 0.670 

응용화학， 제 13 권 제 1 호， 2α)9 

JSc(mAjcm2) 

8.269 

10.663 

FF(%) 

63.13 

60.59 

f\.( %) 

3.4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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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 두께에 따픈 효율의 차이가 나는 이유논 두께에 따라 빛의 산란， 반사 풍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기판이 너무 않으면 빛 이 그대쿄 투과해 버리기 띠1 분에 효유이 낮고. 두꺼분 끼판은 

기판 내에서의 산란 둥으로 인헤 투과하는 빛이 상대적으쿄 적어서 높유 효유윤 나타낸 것으쿄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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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hotocurrent-voltage cha r<l cteristics of FTO substrate thickness. 

3.2. Ti02 박막 두께에 따른 광천변환 효윤 

Figure 2는 코팅된 박막의 두께에 따픈 염료감웅형 태양전지 소자의 전압-전류 밀도 측정 결 

과이다. 코탱된 박막의 두께는 1층과 2층을 코탱하였올 때 각각 lOJ.lIIl와 21 J.l11l이다. 사용된 FTO기 

판의 두께는 2mm 이다. 

실험결과 박막의 두께가 21띠l쿄 두꺼워 칠 때 광전류 밀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광환성층의 효 

융이 상숭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쿄 판단된다. 박막의 두께에 따픈 분서 결과값은 table 2에 나타 

냈었다. 

Table 2. Photovoltaic characteristics of dye-sensitized solar cell based on the Ti02 layer 

thickness 

Film Thinkness 

10때 

21때1 

VoC< V) 

0.670 

0.669 

JsC< mA/cm2) 

10.663 

11.694 

FF(%) 

60.59 

62.17 

n(%) 

4.3 

4.9 

박막올 1층만 코팅하였을 경우， 딴투명 (sem i tra nsp lll'e n t) 한 딱따은 현성한윤 키’1?!- 한 수 있었는데. 

박막이 투명하게 되면 빛이 그대쿄 투과하게 되어 이용할 수 있는 빚 91 잉이 긴스승l 기l ν l 이 깐고l 

적으로 효융이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박막을 2층으로 코팅한 경우에 는 이러한 현상윤 상대적으 

로 감소시켜 효율이 증대됨을 과참 할 수 있었다. 또한 박막이 두꺼워지게 되번 박막이 압볼 떼 

보다 상대적으로 투과되는 빛의 양이 중어뜰면서 광산란이 많이 일어나게 되 는 것도 효윤이 상승 

하게 되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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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ho tocurrent-vo! tCl ge charCl cteristics of c1 ye-sensitizecl TiO~ !<l yer thickness. 

4 . 결 론 

본 연구는 연 료감웅형 태양전지섣 제조:함에 있어서 영향윤 미칠 수 있는 여라 가지 인자뜰 층 

에 FTO기판의 두께와 Ti02 광활성층의 두께에 따픈 광전변환효율의 변화에 대하여 설험한 것이 

다. FTO 기판은 1mm와 2mm의 기판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는 2mm 기판을 사용 

하였올 때 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판의 두께에 따라 투과되거나 산란되는 빛의 

양이 탈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효된다. 또한 Ti02 광활성층은 1층과 2층올 코팅한 박막의 두께 

가 각각 10때1와 21때1인 셈에 대하여 광전변환효율을 측정하였는데. Ti02 광환성총이 두꺼운 겔 

이 더 높은 광전 변환효율을 나타냈다. 이는 두께가 않으면 반투명한 막을 형성하여 투과되는 빛의 

양이 많아져서 광전변환효율이 낮아지고， 반대로 2층을 쿄팅한 셉의 경우는 1층괄 코팅한 셀에 

비해서 두꺼운 박막올 형성함으로써 투과되는 빛의 양이 감소하고， 일부 광산란이 일어나 광전변 

환효율이 상숭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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