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Korean

Journal of Optics and Photonics, Vol. 29, No. 5, October 2018, pp. 215-219

DOI: https://doi.org/10.3807/KJOP.2018.29.5.215

ISSN : 1225-6285(Print)
ISSN : 2287-321X(Online)

Localized Surface-Plasmon Resonance of Ag Nanoparticles Produced by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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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show that the localized surface-plasmon resonance of Ag nanoparticles produced by laser dewetting can be
effectively utilized for improving the photocurrent and efficiency of a dye-sensitized TiO2 solar cell. An Ag thin film deposited
on a conducting glass substrate was dewetted into nanoparticles by a pulsed laser. A dye-sensitized TiO2 solar cell fabricated on
this substrate containing the Ag nanoparticles exhibited improved photovoltaic performance, compared to a reference cell. This is
attributed to the increased light trapping that arises from the localized surface-plasmon resonance of the dewetted Ag 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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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Dewetting에 의해 형성된 은 나노입자의 국소 표면플라즈몬 공명을 이용한
감응형 TiO2 태양전지 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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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레이저 dewetting에 의해 형성된 은 나노입자들의 국소 표면플라즈몬 공명이 감응형 TiO2 태양전지의 전류밀도
및 효율 향상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도성 유리기판 위에 증착된 은 박막을 펄스 레이저 조사에 의해 나노입
자로 변환시킨 후 이 기판을 사용하여 감응형 TiO2 태양전지 셀을 제조한 결과, 은 나노입자를 포함하지 않은 대조군 셀에 비해
성능이 보다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은 나노입자들에 의한 국소 표면플라즈몬 공명 현상으로 인해 가시광 영역에서의 광수확
이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eywords: 국소 표면플라즈몬 공명, 은 나노입자, 레이저 디웨팅, 염료감응 태양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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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소 표면플라즈몬 공명(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
LSPR)이라 한다. LSPR 조건(즉, 공명을 일으키는 빛의 파
장)은 금속 나노구조체의 물질, 크기, 모양 및 주변 환경의
함수인데, 공명 발생 시 빛의 전기장은 나노구조체 표면 부
근에서 강하게 증폭되며 더불어 빛의 흡수와 산란이 매우 증
대된다. 금(Au)과 은(Ag)은 우수한 플라즈몬 특성을 나타내
는 대표적 물질인데, 이들 물질의 나노입자나 나노구조체를
사용하여 태양전지의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많
이 이루어져 왔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1-4]. 이는 크게 두 가

금속과 전자기파의 상호작용은 주로 금속 내부의 자유전자
의 거동에 의해 기술되는데, 플라즈몬은 금속의 광학적 성질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면플라즈몬은 금속
표면에서의 자유전자의 집단적인 진동을 의미하는데, 국소
표면플라즈몬은 나노입자와 같은 금속 나노구조체의 표면에
국한되어 존재하는 표면플라즈몬을 의미한다. 국소 표면플
라즈몬은 입사하는 빛에 의해 쉽게 여기될 수 있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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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현상에 기인한다. 하나는 입자 주변에서의 전기장 증폭으
로 인해 흡수가 증대될 수 있고, 입자에 의한 산란으로 빛의
광경로(optical path)가 증가하여 흡수층의 광학적 두께가 증
대되는 효과가 있다. 두 경우 모두 궁극적으로 태양전지의
광수확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광수확의 증대로 흡수
층에서 보다 많은 전하가 생성되면 이는 태양전지의 전류밀
도와 에너지 변환효율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입
자의 크기가 수 나노 혹은 수십 나노에 불과하기 때문에 박
막형 태양전지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종류의 태양전지에 적
용할 수 있다.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fluorine-doped tin oxide
(FTO) 전극이 코팅된 유리기판 위에 수 마이크론 두께의 TiO2
를 코팅하여 흡수층으로 사용하는데, 저렴한 제조비용 등 장
점도 많으나 그 특성이 날씨(습도 등)의 영향을 받는 등 전
지의 장기 안정성은 순수 무기물 기반 태양전지에 비해 떨어
진다. 국소 표면플라즈마 공명을 응용한 초기 연구는 TiO2
입자에 보다 미세한 금속 나노입자들을 흡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전해질과 접촉한 금속 나노입자의 부식이나
계면에서의 back reaction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속 나노입자들을 유전체로 감
싼 core-shell 구조를 이용하거나[5-7], 금속 나노입자들을 FTO
투명전극 위에 도포함으로써 전해질과 직접 접촉 면적을 줄
이는 방안이 제시되었다[8-10].
금속 나노입자에서의 LSPR을 염료감응 태양전지에 적용
하는 현재까지의 연구는 주로 미리 제조된 입자를 태양전지
의 기판이나 흡수층에 코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입자들은 정교한 화학적 공정에 의해 제조되므로 전
반적인 전지 제조비용을 높인다. 본 연구에서는 Ag 박막을
레이저에 의해 dewetting시켜 나노입자를 형성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는
데, FTO-glass 기판 위에 10 nm 두께의 Ag 박막을 증착하고
이를 레이저 조사로 dewetting시켜 나노입자로 형상을 변조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된 Ag 나노입자를 TiO2 태양
전지 제조에 적용한 결과, Ag 나노입자를 포함하지 않은 대

(a)

조군 셀에 비해 전류밀도와 에너지 변환효율이 각각 20%와
11.3%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Ag 나노입자들에 의한 국
소 표면플라즈몬 공명 현상으로 인해 가시광 영역에서의 광
수확이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II. 레이저 Dewetting에 의해 형성된 Ag 나노입자의
국소 표면플라즈몬 공명 및 이의 염료감응
태양전지 적용
Dewetting은 액상(liquid phase)의 얇은 필름이 기판 위에서
파열되어 작은 droplet들로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기
판 위에 떨어진 droplet이 넓게 퍼져 얇은 막을 형성하는
wetting 현상의 반대되는 개념이다. 금속 박막의 용융상태에
서의 dewetting은 박막의 초기 두께 및 구조를 포함하여 많
은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그 구동력(driving force)은 박막과
기판의 표면과 그 계면의 전체적인 에너지의 최소화에 있다.
고온 열처리, 전자 혹은 이온 빔의 조사, 레이저 조사 등 다
양한 방법으로 금속 박막을 dewetting시킬 수 있는데, 그 동
안의 연구는 주로 실리콘이나 유리기판 위에서 진행되어왔
다[11-14]. 그림 1은 상업적인 FTO-glass 기판 위에 10 nm 두께
의 Ag 박막을 증착한 후, 이를 레이저로 dewetting한 결과를
보여준다. 레이저로는 355 nm의 나노초 펄스레이저(Coherent
AVIA: 펄스 폭 = <20 ns, repetition rate = 30 kHz, 최대
power: 5.5 W)가 사용되었으며, 박막은 thermal evaporator로
증착하였다. 그림 1(a)는 박막 증착 후의 FTO 표면을 보여주
는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인데, inset은 박막 증착 전의 FTO
표면을 보여준다. 투명 전극으로 사용되는 FTO는 특성 상
표면이 매우 거칠지만 Ag 박막이 비교적 균일하게 잘 증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증착된 Ag 박막은 수십 nm 크
기의 grain size를 가짐을 알 수 있다. 0.5 mm 직경의 레이저
빔을 속도를 달리하여 스캔하였는데, 그림 1(b)는 10 mm/s의
속도로 레이저 빔을 스캔한 후 얻은 표면 모습인데, 박막이
나노입자들로 그 형상이 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Inset은 각

(b)

Fig. 1. (a)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image of Ag-coated FTO-glass substrate. Inset is an image of the bare FTO-glass substrate. (b)
A surface image obtained after a 10 nm-thick Ag film was dewetted by laser irradiation. Inset shows transmittance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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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측정한 투과도 그래프인데, 박막의 증착으로 가시
광 및 근적외선 영역 전반에 걸쳐 투과도가 감소하였다. 레
이저 조사로 박막이 나노입자로 dewetting되었을 경우, 500
nm 부근에서 뚜렷한 LSPR peak이 관찰되었고 보다 장파장
에서는 투과도가 회복되었다. 박막이 보다 얇을 경우(<5
nm) dewetting이 잘 되지 않았는데, 이는 매우 얇은 금속 박
막의 경우 레이저 에너지 흡수가 충분하지 않아 쉽게 녹이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20 nm 이상 두께의 경우,
펄스레이저 조사에 의해 박막에 유도된 열탄성력으로 인해
박막이 기판에서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10 nm 두께의 Ag 박막 위에 TiO2
흡수층을 코팅한 후 dewetting 실험을 진행하였는데(그림
2(a)), 흡수층은 TiO2 paste (Solaronix SA, Ti-Nanoxide T/SP,
13 nm particle diameter)를 doctor blading법으로 코팅한 후
열처리를 통해 형성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흡수층의 두께는
약 6 µm이며, 레이저 빔을 기판의 뒷면으로 입사시켜 박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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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dewetting하였다. 레이저 파워는 4.3 W로 고정된 상태에
서 scan 속도의 변화에 따른 샘플의 흡수도 변화를 관찰하였
는데 그림 2(b)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 흡수도의 중심 파장은
scan 속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입자 사이즈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Laser dewetting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는 박막의 초기 두께가 형성된 입자의 사이즈
에 영향을 주는 거의 유일한 인자임을 보여주고 있다[12,13].
실험적으로는 투과도(T)와 반사도(R)를 측정하였고, 흡수도
(A)는 “A = 1-R-T”의 관계로부터 계산하였다. 따라서 제시
한 흡수도는 진정한 흡수와 산란에 의한 투과도 감소를 포괄
하는 개념이다. Scan 속도가 100 mm/s 이상인 경우 흡수도
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레이저 에너지 흡수가 너무 낮아
dewetting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5 mm/s 이하의 속도에서는 레이저 빔에 대한 상대적인 노출
시간이 길어져 샘플에 damage가 발생하였다. 주어진 power
에서는 10 mm/s의 scan 속도가 damage를 발생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Ag 박막을 dewetting시키고 500 nm를 중심으로
한 가시광 영역에서의 빛의 흡수를 증대시키는 조건으로 확
인되었다.
레이저에 의해 dewetting된 Ag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TiO2
흡수층을 사용하여 염료감응 태양전지 셀을 제조하여 그 특
성을 분석하였는데, 셀은 통상적인 염료감응 태양전지 제조
공정에 따라 제조하였다[15]. 흡수층이 코팅된 FTO-glass 기판
을 D719 dye를 포함하는 0.5 mM의 에탄올 용액에 담가 염
료를 흡착시켰으며, 상대 전극은 H2PtCl6 용액을 FTO-glass
기판에 떨어뜨린 후 건조하여 형성하였다. 두 전극을 접합한
후 그 사이에 액체 전해질(EL-HPE: iodide/tri-iodide redox in
acetonitrile)을 삽입하고 밀봉하여 전지를 완성하였다. 특성 분
석에 사용된 셀 전극(working electrode)의 면적은 약 0.25 cm2
이었다. 전지의 특성은 AM 1.5, 100 mW/cm2 (150 W Xenon
light source, class A spectral match, irradiation uniformity ≤
±3%)의 조건하에서 solar simulato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는
데, 분석한 네 종류 셀의 short-circuit current density (Jsc),
open-circuit voltage (Voc), fill factor (FF), energy conversion
efficiency를 표 1에 요약하였다. 그림 3은 Ag 나노입자 도입
전,후의 I-V curve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Ag 나노입
자의 도입으로 에너지 변환효율이 5.48%에서 6.10%로 11.3%
증가한 결과를 얻었다. Voc와 FF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효
율 향상은 전류밀도가 9.79 mA/cm2에서 11.72 mA/cm2로
20% 증가한데 주로 기인하였다. 이러한 결과, 즉 광수확의
증가에 따른 전류밀도의 향상은 플라즈모닉 염료감응 태양

(a)

(b)
Fig. 2. (a) Schematic of laser dewetting. (b) Absorbance spectra.

Table 1. Characteristics of fabricated DSSC cells
Sample

Jsc (mA/cm2)

Voc (V)

FF

Efficiency (%)

Without Ag film

9.79

0.81

0.69

5.48

No dewetting

10.87

0.79

0.64

5.51

Dewetted (10 mm/s)

11.72

0.79

0.66

6.10

Dewetted (50 mm/s)

10.89

0.79

0.70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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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입자의 도입으로 흡수층 내부 계면에서의 저항이 R2 =
37 Ω에서 28.6 Ω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셀 내부에 더 많
은 전하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17-19]. 이는 근본적
으로 국소 표면플라즈몬 공명 현상으로 인해 가시광 영역에
서의 광수확이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광수확의 증대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
다. 금속 나노입자 주변에서의 전기장 증폭으로 인해 흡수가
증대될 수 있고, 입자에 의한 산란으로 흡수층의 광학적 두
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두 경우 모두 궁극적으로 태양
전지의 광수확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지지만, 상대적인 기여
도를 밝히기 위해서는 internal and external quantum efficiency
와 charge recombination rate 측정을 통한 보다 심층적인 분
석이 필요하다.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추진하고자 한다.
Fig. 3. I-V curves for the fabricated dye-sensitized solar cells.

III. 결

론

본 연구는 레이저 dewetting에 의해 형성된 Ag 나노입자들
의 국소 표면플라즈몬 공명이 감응형 TiO2 태양전지의 전류
밀도 및 효율 향상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FTO 투명전극이 코팅된 유리기판 위에 증착된 10 nm 두께
의 Ag 박막을 펄스 레이저 조사에 의해 나노입자로 변환시
킨 후 이 기판을 사용하여 감응형 TiO2 태양전지 셀을 제조
한 결과, Ag 나노입자를 포함하지 않은 대조군 셀에 비해 전
류밀도와 에너지 변환효율이 각각 20%와 11.3% 향상됨을 확
인하였다. 이는 Ag 나노입자들에 의한 국소 표면플라즈몬 공
명 현상으로 인해 가시광 영역에서의 광수확이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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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analysis.
Table 2. Resistance components obtained from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a
Sample

Rs (Ω)

R1 (Ω)

R2 (Ω)

Without Ag film

5.45

7.55

37.00

No dewetting

5.23

8.77

33.25

Dewetted (10 mm/s)

5.34

8.66

28.60

Dewetted (50 mm/s)

6.18

6.07

32.75

전지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와 잘 일치한다[4]. 그림 4는 통상
의 셀과 dewetting 된 Ag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셀의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a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Plot
에서 초기 갭은 FTO 투명전극의 면저항과 관련된 impedance
이고(Rs), 첫 번째 반원은 Pt 상대 전극에서의 전하 이동과
관련된 impedance를 나타내며(R1), 두 번째 반원은 FTO/TiO2/
electrolyte 계면과 관련된 impedance이다(R2)[16]. 표 2에 측정
된 Rs, R1, R2 값을 정리하였는데, 특히 R2 값에 상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림 4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Ag

본 연구는 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과제번호:
NRF-2015R1D1A1A0905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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