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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제작과 효율 향상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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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NTRODUCTION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저렴한 제작비용과 높은 

효율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는 연구 분야이다[1].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유연기판을 사용한 경

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뉠 수 있으며, 구부러 

질 수 있는 기판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에 있어 

다양한 적용분야에 대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어 

보다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Fig. 1 에서는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나노 입자 적층 시스

템을 사용하여 TiO  분말을 유연한 폴리머 재질의 

ITO-PET 기판에 적층하였으며 [2,3], 적층된 TiO  
표면에 355nm 파장의 UV 레이저를 처리하여 효율 

및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4].

Fig. 1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구조

2.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제작

이번 연구에서는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제작

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닥터 블레이드나 스크린 

프린팅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fig. 2 의 개략도에 

나타나 있는 나노 입자 적층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Fig. 2 나노입자 적층 시스템 개략도

 나노 입자 적층 시스템은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TiO  분말을 가속하고 노즐을 통하여 기판에 직접 

적층하기 때문에 재료에 화학적인 영향이나 고온

에 의한 영향을 주지 않고 Anatase 상의 TiO를 

적층할 수 있으며 상온에서 적층이 가능하기 때문

에 폴리머 재질의 ITO-PET 기판의 사용이 가능하

다[5,6]. 압력 조건은 대기압 혹은 저진공 조건에서 

적층 할 수 있으며 실험에 사용된 조건들은 table 
1 에 자세히 표기하였다.

적층된 TiO  층의 표면에 355 nm 파장을 가지는 

UV 레이저를 조사하였다. 레이저는 TiO  분말에 

굉장히 짧은 시간동안 작은 영역안에서 에너지를 

전달하고 온도를 증가시켜 기판 손상 없이 분말들 

사이의 결합을 향상시키는 소결 현상을 일으킨다.
 

3. 실험결과

양 극의 재료로는 15 ohm/□의 면 저항을 가지는

ITO-PET 기판을 사용하였으며 TiO는 Nanoamor 
사의 15nm Anatase 상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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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레이저 처리 유무에 따른 표면 FE-SEM 결과

Table 1 실험조건

Table legend TiO2 적층 조건 및 레이저 처리 조건

Chamber pressure  (MPa) 0.015
Compressor pressure  (MPa) 0.3
Distance between nozzle 
and substrate  (mm) 3

Scan speed  (mm/sec) 0.025
Laser power  (mW) 10
Laser scan speed  (mm/sec) 100
Laser frequency  (kHz) 30

 상대전극에는 백금을 코팅하여 촉매로 사용하

였으며, 염료 물질로는 Ruthenium N719 (Solaronix) 
를 사용하였다. 전해질로는 Iodolyte AN-50 
(Solaronix) 를 사용하였다.

적층된 TiO2 표면에 레이저를 사용하여 후처리

를 하면 fig. 3 과 같이 표면의 형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fig. 3 (a)에서는 나노 입자 

적층 시스템에 의하여 분말들이 적층만 되어 있을 

뿐이지만, 레이저 처리를 하면 (b)와 같이 표면에서 

분말들 사이에 소결현상이 발생한다. 
태양전지의 효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태양광 효

율 측정기를 사용하였으며 광원의 출력은 100 
mW/cm2으로 설정하였고 대기압 조건인 AM 1.5G
에서 효율을 측정하였다.

4. 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나노 입자 적층 시스템을 사용

하여 폴리머 재질의 ITO-PET 기판에 TiO  를 적층

하여 태양전지를 제작하였다. 적층된 TiO  표면에

는 355 nm 파장의 UV 레이저를 사용하여 후처리 

해 주었다. 레이저를 통한 소결 공정을 거치면  

TiO  분말들이 레이저에 의하여 소결이 이루어지

고 전지의 저항은 감소하고 전류밀도가 증가하여 

효율이 0.93% 로 같은 1회 적층과 비교하였을 때 

2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Table legend Solar simulator 결과

Condition NPDS Laser treatment
Voc (V) 0.70 0.70

Jsc(mA/cm2) 1.14 2.80
Fill factor (%) 61.18 47.34
Efficiency (%) 0.49 0.93

Table 2 효율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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