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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 세계적으로 무한한 청정에너지 개발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그 중, 수소에너지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
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며 수소 생산 방법 중에서도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 기술은 가장 이상적
인 수소 생산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광전극 소재로는 WO3, ZnO, Fe2O3, BiVO4 등과 같은 무기 소재가 주로 사
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Si, CIGS 등과 같은 태양전지와 상기 광전극을 집적하는 탄뎀형 소재/소자가 개발되고 있다. 광전 
반응이 우수한 전도성 고분자는 광전기화학 전지의 소재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유기물의 수중 불안전성 문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에 침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인가 전원용으로 그 사용이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계 소재의 
direct energy conversion을 위한 효율 및 수중 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Ni계 촉매 및 그래핀옥사이드가 융합된 유기기반 광
전기화학전지를 개발하였다.

1. 서론 

전도성 고분자의 우수한 광전 반응을 광전기화학 전지 소재로 이용하기 위해 유기물의 수중 불안정성 문제는 해결해야할 
필수 불가결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젖음성 조정 및 여러 가지 기능성 나노물질을 도입함으로써 PEC cell의 효율 증대
와 수중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광전기화학셀(Photoelectrochemical Ceall)을 이용한 물분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Fig.1 a) 와 같이 ZnO
와 active 층, polymer, multi 기능성 나노 물질을 spin coating법을 이용해 순서대로 코팅해 주었다. PEDOT:PSS, NiO-OH, 
reduced graphene oxide를 사용함으로써, 전극과 전해질 사이에서 물의 산화반응 촉진, polymer active 층으로부터 전하 수
집 및 수중 안정성 향상으로 점진적인 효율 증대를 기대하였다.

Fig. 1. a) HR-TEM image of HO-PEC cell, and b) the variation of normalized photocurrent density of the samples (a) 

P3HT:PCBM, (b) UV ozone treated P3HT:PCBM, (c) PEDOT:PSS/P3HT:PCBM, (d) PEDOT:PSS/UV ozone treated P3HT:PCBM, 

(e) NiO-OH/PEDOT:PSS/UV ozone treated P3HT:PCBM, (f) NiO-OH/RGO/PEDOT:PSS/UV ozone treated P3HT:PCBM, and (g) 

RGO/NiO-OH/PEDOT:PSS/UV ozone treated P3HT:PCBM.

3. 결론 

HO-PEC cell의 표면에너지 향상 및 젖음성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 UVO 처리를 하였고, 그 결과 HO-PEC cell 의 광전류

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PEDOT:PSS, NiO-OH, reduced graphene oxide를 도입함으로써 HO-PEC cell의 점진

적인 효율 증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PEDOT:PSS와 NiO-OH의 홀컨덕팅 및 OER 촉매로서의 역할로 광전류 증가가 

이루어졌음을 예상할 수 있다. cell 의 최고층에 코팅 된 RGO는 광전류 증가뿐만 아니라, 전해질과 태양광으로부터의 안정

성을 향상시킴으로써, 4시간 후에도 일정한 값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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