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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염료감응 태양전지란? 

염료 감응 태양전지 

vs 

기존의 태양전지 1. 색상 
2. 화학적 구조 



1 염료감응 태양전지란? 
- 그라첼(Gratzel)교수가 개발 (1991년,스위스) 
 
- 얇은 유리막 사이에 특수 염료를 넣어  
  식물이 광합성을 하듯(엽록소) 빛을 흡수해 전기를 생산해 내는 기술 
 
- 유기염료(태양빛 흡수를 담당) + 나노구조의 실리콘(전자의 이동담당)  
 
- Ru(2족) 계열의 염료이용 + 비교적 싼 TiO2반도체   
   -> 매우 저렴한 제조 단가 (실리콘 태양전지의 1/5가격) 
 
- TiO2는 자외선엔 반응하지만, 가시광선영역의 빛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빛을 흡수하는 인공염료를 TIO2에 흡착 시켜 사용한다. 
 
- 10%의 효율 : 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버금가는 높은 에너지 변환효율 
 
  
 
 
 



1 염료감응 태양전지란? 

초기 
(프랙탈 구조의TiO2 전극) 

나노구조의 다공성 TiO2 전극 

흡착 면적 증가 
염료 흡착 증가 
광변환효율 증가 

  반도체 TiO2의 입자가 작을수록 -> 표면적 증가 -> 염료의 흡착 증가 -> 염료 고분자의 태양광 흡수증가   
  



2 구조 

 
투명유리 위에 코팅된 투명전극  

+ 투명전극위에 나노입자로 구성된 TiO2 접착 
+ TiO2입자위에 단분자층으로 염료를 코팅 

+ 산화환원용 전해질 용액이 두 전극 사이의 공간을 채움 



1. 투명전극(transparent electrode)  
광 투과성과 전도성이 있는 전극. 백금, 금 등의 박막을 유리에 피복한 것 
상대전극(counter electrode) 
태양광이 입사하는 쪽의 반대 전극  
전극은 양쪽 다 투명전극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에너지효율을 높이기위해  반사도가 좋은 백금(Pt)을 사용 
 
2. 이산화 타티타늄(titanium dioxide) : TiO2 
 대표적인 광촉매물질(광화학반응을 촉진)  
 
3.  염료(dye)  
가시광선 중의 일정한 파장을 흡수하고 다른 부분은 반사하므로 우리 눈에 색깔을 느끼게 하는 물질 
물·기름에 녹아 단분자로 분산하여 섬유 등의 분자와 결합하여 착색 
 
4.  전해질(electrolyte) : Iodide(요오드화물) I-,3I-  
물 등의 용매에 녹아서 이온으로 해리되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 
 
※해리 : 화합물이 각각의 분자나 원자 또는 이온 등으로 나누어지는 현상 

2 구
조 

https://www.youtube.com/watch?v=3KRHJSOgzcw


3 원
리  



3 원리 

빛 -> 염료가 빛을 흡수 -> 염료의 전자여기  
-> 여기전자의 TiO2전도대로 점프 -> 투명전극에 전자 도달 -> 부하이동 

https://www.youtube.com/watch?v=3KRHJSOgzcw


3 원리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메커니즘 
-산화/환원 반응(oxidation-reduction reaction) 
물질간의 전자 이동으로 산화와 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 
전자를 잃은 쪽은 산화수가 증가하고 산화되며,  
전자를 얻은 쪽은 산화수가 줄어들고 환원된다 



3 원리 
1. 태양광 조사: 태양빛(광)이 DSSC의 투명전극을 통과하여,TiO2 나노결정
체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염료(dye)에 도달. 
2. 염료내 전자의 여기: 염료가 태양빛을 흡수하면 염료내의 전자가 기저상태
(Ground State)에서 여기상태(Excited State)로 전이됨 
즉 광여기(photoexcitation) 됨. 
3. 전자 주입: 들뜬 전자(excited electron)는 TiO2의 전도대(conduction 
band) 로 주입(injection). 
4. 전자의 이동: 주입된 전자는 다공질의 TiO2의 막을 통해 투명전극까지 이
동. 
5. 상대전극으로 이동: 투명전극에서 수집된 전자는 외부회로를 통해 상대전
극으로 이동 (전자의 흐름-전류발생). 
6. 염료의 환원: 반면,전자를 TiO2에 전달한 염료는 전해질내의 I-(iodide ion) 
으로부터 전자를 얻어 환원되며, 이때 I-는 전자를 잃고 I3-(triiodide ion)으
로 전환. 
7. I3-(triiodide ion)의 환원: 또한, I3-(triiodide ion)은 상대전극으로부터 전
자를 얻어 I-(iodide ion)이 재생. 



4 특징 
- TiO2 나노입자를 사용하므로 반투명하면서도 다양한 색상구현이 가능, 
태양광 발전창호와 같은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tics)  
자동차의 선루프 등으로 응용이 가능 
 
- 작은 양의 태양빛에도 작동가능, 입사각에 큰 영향 받지 않음 
  

- 높은 발전 효율 : 현재 효율은 10%정도지만, 실용 효율20% 이상달성 가능 
  

- 20년 이상의 장수명 
  

- 원료의 가격이 기존 태양전지에 비해 저가 
  

-Si 태양전지에서와 같은 고가의 대형장비가 필요없어서, 대량생산가능 
  

-다양한 형태로 제조가능 



4 특징 

<단점> 
 
- 실리콘계 태양전지에 비해 낮은 효율 
- 액체 전해질 누수로인한 수명감소 
 
-고체 전해질전지 연구 
 전지 내부의 전해질이 고체인 전지를 말한다.  
 전지의 소형화와 장수화 및 누액성이 없는 안전한 전지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에서 발표한  
전 세계 최고 효율을 갖고 있는 태양전지와  
이를 개발한 연구기관을 한곳에 종합하여 수록한 차트. 







 5.Perovskite solar cell(PSC) is the 'daughter' of Dye Solar Cells (DSC) 

페 로브 스카이 트 솔라 
- 염료감응태양전지의 유기염료를 대신하여 메틸암모늄요오드화납을 사용 



5.Perovskite solar cell(PSC) is the 'daughter' of Dye Solar Cells (DSC) 

- 거의 모든 가시 파장에서 빛을 흡수하는 능력 
  

- 실험실에서 이미 20 %를 초과하는 탁월한 전력 변환 효율 및 상대적 제조 용이성 
  
 

- 2009년, T.Miyasaka 교수 연구팀에의해 최초로 태양전지에 적용 
  초기엔 염료감응전지의 액체전해질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안정성이 떨어졌다.  
  이후 액체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하여 효율과 안정성 높임. 
  

- 흡광계수가 높은 유무기 복합 페로브스카이트 무질의 특성으로  
  기존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두께를 1/3이상 감소 
  

- 500시간이상의 안정성 보임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