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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tr act 

This study reports the preparation of a core- shell nanoporous electrocle consisting of an inner 

Ti02 porous matrix and a th in over layer of AI20:! using bohemite sol ‘ ancl it s applicat ion for 

clye-sensitizecl solar ce ll. A1 20:1 coated onto Ti02 porous film was preparecl by the surface sol -gel 

process. The rol e of various particle size AllO:! layer on the ce ll performance was investigated. 

The solar cells fabricated from AI20:I-coa tecl electrodes showecl superior performance to the bare 

Ti02 electrode. Under illumination of AM 1.5 si mulated sunlight OOOmW/cm2). a ca. 100 nm size 

AI20 3 over layer increasecl the photo-to - electric conversion efficiency was from 7.5 % to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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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1 년 발표된 염료감웅형 태양전지 (dye-sensitizecl solar cells. DSSCs)는 가시광선올 홉수 

하여 전자-흘 쌍(e lectron-ho l e p ai r)을 생성할 수 있는 감광성 염료분자와， 생성된 전자룹 전달 

하는 나노입자 이산화티탄으로 이 루어지 는 산화물 반도체 전극올 이용한 광전기 화학적 태양전지 

로서 ，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하여 제조 단가가 저렴하면서 에너지 변환효율 또한 10%로 

높은 이점이 었다111 하지만 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에너지 변환 효율 더욱 증가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에너지 변환 효율은 태양전지의 전류 (ι‘ ) . 전압 ( 11"‘) 및 충진 게수(fill 

factor)의 곱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에너지 변환 효율올 증가시키기 위헤서는 전류， 전압 및 

충진 계수 값올 향상시켜야 한다. 변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나노구조 전극의 전도 

띠 이동 볍， 광 산란층 이용， 전헤 질의 양이온 종의 선택 풍 다양한 연구 기법 이 소게 되었다121 

특히 염료 감웅형 태양전지 의 끈본적 인 문제섞인 광전자의 재 결한 현상을 극복하는 문제는 아직 

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젤연체로 사용이 되어 진 합성 보헤마이트 혈을 이용하여 A1 20: 1가 코팅되 어진 

Ti02 광전극 층올 제조하여 여기 되어진 광전자가 잔해액 내부의 산화된 요오드 이븐파 다시 재 

결합하는 현상올 방지하였다. 즉， 발생펀 광전자룹 Ti02 반도체 층으로 전달을 유도하여 태양 에 

너지 변환 효율올 향상하고자 하였다. 이 룹 이용하여 염료감웅형 태양전지의 광전극으로 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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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 변환 특성을 조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입도 크기가 조절된 보헤마이트 졸을 합성하 

여 최적화된 입자 크기로 AI20:!가 코팅된 Ti02 광전극을 제조하였다. 

2 . 실 험 

2. 1. 설험재료 및 방법 

실험에 사용한 Ti02 나노 분말은 졸-겔 법으로 합성한 아나타제 상의 구형 분말올 사용하였 

다. 제조된 나노 Ti02 분말올 아세틸 아세톤을 기본 용매로 하여 hydroxy -propyl cellulose 

(Mw. 80 ,000, Aldrich)와 물과 함께 고에 너 지 Zr ball mill (Planetary Mono Mill , Fritsch)을 이 

용하여 페이스트화 하였다. 세척된 fluorine-doped tin dioxide (FTO, Asahi Glass , 13Q!cuf) 기 

판위에 제조된 페이스트룹 떤어뜨린 후 squeeze printing 방법으로 코팅 하였다. 이렇게 코팅된 

막의 두께는 FE-SEM 측정 결과 5-10/.llll 였다. 광전극은 정사각형의 형태로 0.2~)c바로 제작한 후 

분당 2 't씩 숭온 하여 500 't에 도탈한 후 2시간 정도 열처리 하였다. 제조펀 T iO;c 전극의 표변 

에 A120:J를 코팅 하기위에 보해마이트 졸에 함침올 하였다. 또한 다양한 입도 분포찰 가진 보헤마 

이트 졸을 사용하여 다양한 입자크기로 코팅된 TiO;c 전극을 코팅하였다. 이러한 광전극은 AI20‘’ 
코탱올 위해 다시 450 't에서 소성음 하였다. 이렇게 제조 된 나노 다공성 TiO" 전극 막을 에탄올 

올 용매로 제조된 Ru계 N719 염료 (Ruthenium 535-bis TBA, Solaronix) 광감웅형 염료에 24 

시간 홉착시켰다. 백금 나노 입자 상대 전극은 FTO 기판 위에 Pt-Sol (Pt ca talyst I SP, 

Solaronix)룹 이용하여 squeeze printing 하여 광전극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소결하여 제작 사용 

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두 개의 기판 사이에 sealing sheet (SX 1170-GO, Solaronix)룹 넣어 샌 

드위치 형으로 조합하고， 80't에서 녹여 상온에서 방치한 후， 기판 사이의 전헤진이 들어갈 공간 

올 확보하였다. 그리고 완전히 접착 후 두 기판 사이에 3-methoxypropionitrile (Aldrich)을 용매 

로 하여 0.5M LiI (Aldrich) , 0.05 M 12 (Aldrich) , 0.5M 4-t-butylpyridine (Aldrich) , 0.3M 

1,2-dimethyl-3-propylimidazolimiodide (Solaronix)와 같은 조성으로 요오드 이온올 함유하는 

전해칠을 제작 한 다음 주입 부위에 에폭시로 막아 전해액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료감웅형 

태양전지를 만들었다. 전헤액 주입 후 전극 면에 silver-paste찰 바른 후. solar simulation 

system을 이용하여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제작된 셀의 효율올 평가하였다. 

2.2. 분석 방법 
염료감웅형 태양전지의 광전극 재료로 사용된 AI"O :!가 코팅된 TiO" 산화물의 경우 광전극의 표 

면 상태와 두께의 변화는 fielcl-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 .. SE:vt; S-4700, 

HitachD를 이 용하여 관찾하였다. 다양한 입자크기의 AI ;cO:l로 코팅되어진 Ti02룹 이용하여 염료감 

웅형 태양 전지로 제작 된 전지의 효율의 측정은 1000 W/m"의 xenon lamp로 구성된 인조 태양광 

조사 조건하에서 solar simulation system (Thermo Oriel Instrument, USA)콸 이용하여 f-V 곡선 

올 구하였다. 그리고 재결합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CHA 660A(Thermo Oriel Instr ument, USA)올 

이용하여 AC i mpedance흘 사용하였다. 

3 . 결과및고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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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A1203가 드쿄탱된 Ti02 광전극의 특성 

Figure 1 은 AbO:J가 Ti02에 제대로 코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헤마이트 졸을 함 

침올 하지 않은 순수 Ti02 전극 (왼쪽)과 표면 형 태를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분석음 통하여 A120:l가 Ti02에 코팅된 전극과 비교하였다. 본 조건의 경우 

알루미나 보혜마이트 졸 100 nm콸 이용하여 함침올 하여 쿄팅된 이중 구조 광전극의 표연이다. 

좌측 순수 티타니아 전극에 비해 우측 사진의 경우 표면이 알루미나로 쿄팅 되어 있음을 관참 할 

수 가 있다. 

Figure 1. FE-SEM images of Ti02 electrocle (Ieft) ancl AI 20;\ coatecl Ti02 electrocle (right) 

3.2. A1203가 코팅된 Ti02 광전극의 광 전기적 특성 

Figure 2(왼쪽)는 순수 Ti02 전극과 다양한 입자크기로 함침 되어 코팅되어진 AI 20;J!Ti02 이 

중 구조 전극의 태양 에너지 변환 효율 측정에 관한 전류-전압 곡선 데이터 이다. 본 천과에서 

알 수 있듯히 AI203 100 nm로 함침되어 코팅되어진 광전극의 경우 기존 레퍼 런스 전곽(Ti02 )에 

비해 가장 높은 효율올 나타냄올 알 수 있었고， 이때 발생된 단위 연적당 전류 값이 가장 높았다. 

20 nm 경우도 레퍼런스에 비해선 높은 효율을 보였지만， 100 nm 보다는 낮았고， 300 nm의 경 

우 레퍼런스와 유사한 수치를 보여 A120;l 100 nm의 알루미나 보헤마이트 졸로 함침하는 경우 재 

결합올 방지 할 수 있는 염료감웅형 태양전지용 이중 구조 광전극으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 

진다. 

Figure 2(오른쪽)은 전기 화학 실험올 통하여 상기 예 l 와 2의 제조방법으로 제작되어진 염료 

감웅형 태양전지의 계연저항올 분석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염료감웅형 태양전지의 경우 각각의 

계연 저항은 3가지의 써l 미 써콜이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본 면적이 총 저항의 양올 뜻한다. 

1 번째 아주 작은 세미 써콜의 정우 Ptl전해질 제연간의 저항이며， 두 번째 세미 써 클의 경우 

Ti021염료/전해액 간의 제면에서 일어나는 저항이다. 3번째 쩨미 써클의 경우 전헤액내 b- 의 확 

산에 관련된 저항이다. A1 20:1가 코팅된 염료감웅형 태양전지의 경우 2번째 쩨미 써클 Ti021염료/ 

전해액에 관한 저항에서 AI20;\ 계면이 추가됨으로 하나의 써클에서 2개의 써클로 나누어서 보임 

올 확인 할 수 있으며 또한 A120;1의 입자 크기가 증가된 광전극의 경우 광전극 저항이 커져 감올 

확인 할 수 가 있다. 전류-전압 곡선에서 가장 좋은 효율을 보인 광전극 (Ti021 AI 20;‘ 100 nm)의 

경우도 계연저항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타 조건에 비해 아주 적은 3번째 써클올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결합 방지가 이루어져， 요오드 이온의 확산 속도가 빨라짐을 통한 염료감웅형 

태양전지에서 전류 밀도 값과 안정된 펼팩터 값이 나옴으로 인해 전체적인 효융이 향상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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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J- V Curves (Ieft) ancl \1 yquist plots depending on role of vario L1 S paticle size 

A I~O“-coated TiO~ thin film 

4 . 결 론 

본 연구는 졸-겔 합성에 의해서 제조된 보헤 마이트 졸올 TiO~ 전극에 함침올 하여 광전극에서 

여기 된 광전자가 절연 효과가 있는 AI ~O:! 구조 층에 의해 재결합을 방지하여 염료감용형 태양전 

지의 태양 에너 지 변환 효율올 향상시키려 하였다. 100nm 입도 분포찰 가친 보헤마이트 폴을 이 

용하여 광전극올 제조시 광전자의 재갤한 방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광전기적 에너니 변환 효-육 

의 중가량은 순수 TiO~ 천극 대비 광전기적 에너지 변환 효율은 1.2 % 효율이 향상되어진 9.0 % 

정도로 관찾되 어 졌다. 즉 ， 최적화된 보해마이트 졸의 함침 시 기존 대비 15 % 정도의 효올 향상 

이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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