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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발트실리사이드 상대전극을 채용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물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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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balt silicide was used as a counter electrode to replace the Pt catalytic layer of a dye-sensitized 
solar cell (DSSC) device.  100 nm Si/ 100 nm Co on quartz was formed by sputtering and cobalt-silicides were 
formed by vacuum heat treatment at 500 ℃ and 700 ℃ for 30 min, respectively.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was used to analyze the surface microstructure.  X-ray diffraction (XRD) and 
Auger electron spectroscopy (AES) depth profiling analysis were used to confirm the phases.  Also, 
cyclic-voltammetry (CV) analysis was employed to confirm the catalytic activity and photovoltaic properties 
were confirmed using a simulator and potentiostat.  The microstructur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500 ℃
and 700 ℃ silicidation led to a uniform planar layer and island-like agglomerates, respectively. In the XRD 
and AES results, those phases were structures of quartz/CoSi/Co and quartz/dot-(CoSi2/Co).  CV analysis 
showed that Si/Co and CoSi/Co exhibited catalytic activity, while dot-(CoSi2/Co) did not show catalytic 
activity due to the isolated dot structure. The energy conversion efficiencies of DSSCs with CoSi/Co and 
dot-(CoSi2/Co) were 3.75% and 0%, respectively, while that of Pt employed DSSC was 5.13%.  Our result 
implies that using the nano-thick CoSi as a reduction catalytic layer may be an effective replacement for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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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세대 태양전지중 하나인 염료감응형 태양전지(dye- 

sensitized solar cell ; DSSC)는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

해 제작과정이 간단하며 원가가 저렴하고 대면적화가 용이

하여 석유에너지를 대체할 미래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1]. 

그러나 현재 DSSC의 에너지변환효율은 약 11%로 실리콘 태

양전지(약 20%)에 비해 에너지변환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

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2,3].

DSSC는 작동전극부, 전해질, 상대전극부로 구성되어 있

다 [4]. 이중 상대전극부는 FTO(fluorine doped tin oxide) 기

판과 촉매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촉매층으로는 높은 전기

전도도와 촉매활성도를 가지는 Pt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Pt는 고가의 귀금속 재료로 DSSC 전체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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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5], 요오드계 전해질

과의 반응으로 인해 소자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6]. 따라서 소자의 제작비용을 절감하고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소재로 Pt-free를 구현하려는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Norskov[7]는 이러한 Pt를 비롯한 금속계 촉매재료의 촉매

활성도는 d-오비탈(orbital)을 가진 물질들에서 전자 결합 상

태에 따른 d-오비탈 센터의 변화로 촉매활성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촉매재료는 두 물질간의 전자 

이동에 있어 전자의 임시저장소로써 가역적으로 전자를 주

고받는 사이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촉매 역할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d-오비탈에 전자가 전부 채워지지 않

은 Pt와 같은 전자 구조가 유리하다. 따라서 백금을 비롯한 

백금족은 모두 우수한 촉매활성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oh 등[8-10]은 백금족 원소 중에서 Pt보다 가격이 싼 

Ru, Ir, Pd를 상대전극의 촉매재료로써 채용하여 각각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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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4.63%의 에너지변환효율을 나타내어 Pt를 대체할 수 

있는 촉매재료로써의 가능성을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채워지지 않은 d-오비탈 구조를 갖는 Co, Ni의 경우

도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실험적으로는 

이러한 순수 금속의 경우에서는 전해질 내에서 전자를 주고

받는 가역적인 반응이 아니라 화합물의 형성 또는 이온화가 

되어 부식되어 버리므로 이미 촉매로써의 기능을 급격히 잃

어버리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He 등[11]은 순수한 Co를 

상대전극으로 채용하여 1.48%의 에너지변환효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Co-Pd 합금재료를 상대전극으로 채용할 경우 

기존의 Pt 6.18% 보다 우수한 6.44%의 에너지변환효율을 나

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o, Ni에서 -S, -Se와 화합물을 만들면 이들 금속의 

d-오비탈의 전자 구조 변화로 촉매활성도가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Zhou 등[12]은 NiS를 상대전극으로 이용하여 

기존 Pt의 7.06% 대비 1.04배 증가된 7.39%의 에너지변환효

율을 보고한 바 있으며, Kung 등[13]은 CoS를 이용하여 기존 

Pt의 7.70%와 비슷한 7.67%의 에너지변환효율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Jiang 등[14]은 Co와 Se의 화합물인 Co0.85Se를 촉

매재료로 채용하여 기존 Pt의 6.45%와 버금가는 6.03%의 에

너지변환효율을 보고한 바 있으며, Huo 등[15]은 Co와 S의 

화합물인 CoS를 촉매재료로 채용하여 기존 Pt의 7.34%에 비

해 7.72%의 에너지변환효율을 보였고, 특히 CoS는 DSSC의 

요오드 전해질과 반응하지 않아 내구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Kim 등[16]은 CMOS 공정에서 접촉 저항의 감소를 

위해 사용하던 실리사이드 중의 하나인 니켈실리사이드를 

상대전극의 촉매재료로 채용하여 기존 Pt의 5.49%에 비해 

3.86%의 에너지변환효율을 확인하여 Pt를 대신할 촉매재료

로써의 가능성을 보고한 바 있다.

니켈실리사이드와 CMOS 공정에서 같이 쓰이고 있는 코

발트실리사이드는 Co2Si, CoSi, CoSi2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중 CoSi는 650 ℃ 미만의 열처리를 진행하였을 때 

형성되고, 650 ℃ 이상의 열처리 진행 시 CoSi2가 형성된다

고 알려져 있다 [17]. 이러한 코발트실리사이드가 촉매재료

로 DSSC에 도입될 수 있다면 가격이 저렴한 유리 기판을 사

용하여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Co와 Si의 소재 가

격도 Pt 가격의 각각 1/1,000, 1/2,500로 저렴하여 매우 경제

적이다. 또한 CoSi, CoSi2는 모두 내식성도 우수한 화합물의 

하나로 전해질과의 내구성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쿼츠 기판에 나노급 두께로 Co, Si 

이중층을 형성시킨 후 진공열처리를 통해 코발트실리사이드

를 형성시키고, 이를 DSSC 소자에 채용하여 나노급 촉매재

료로써의 채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DSSC의 코발트실리사이드 상대전극 도입

에 따른 광전기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평탄한 쿼츠 기판 전

면에 100 nm Si/100 nm Co을 코팅하여 준비하였다. 이때 Si

과 Co 박막 증착은 전자빔증착기(ZZZ550-2/D, maestech)를 

이용하여 전자빔파워 10 kV, 기저압력 3×10-6 torr의 조건으

로 박막을 증착하였다. 이후 코발트실리사이드의 형성을 위

해 quartz/100 nm Si/100 nm Co의 시편을 진공로(DE/KR- 

1706, Heraeus)를 이용하여 500 ℃, 700 ℃ 온도 조건에서 30

분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한편, 비교를 위해 유리기판 위에 

100 nm의 Pt 박막을 증착하여 상대전극을 제작하였다 [18].

제작된 나노급 박막의 미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4300, Hitachi사)

을 이용하였다. 이때 가속전압은 15 kV로 측정하였다.

제작된 나노급 박막의 조성을 확인하기 위해 EDS(energy 

dispersive spectrometry, JSM-6010LA, JEOL사)를 이용하였

다. 이때 가속전압은 20 kV로 유지하고, 15,000배율로 확대

한 후 점분석을 이용하여 특정 부분의 구성원소의 함량을 정

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제작된 나노급 박막의 물성을 확인하기 위해 HR-XRD 

(high resolution x-ray diffraction, X’pert-pro, PANalytical사)

을 이용하였다. X선 소스는 Ni 필터를 통과시켜 얻은 CuKα

이며, 이 때 튜브전류는 30 mA, 가속전압은 40 kV이었다.

제작된 나노급 박막의 조성비를 확인하기 위해 AES(auger 

electron spectroscopy depth profiling, PHI 700 Xi, PHYSICAL 

ELECTRONICS)를 이용하여 Co, Si의 조성변화를 표면부부

터 측정하여 비교하였으며, 이때의 1×1 mm2의 영역에 대해 

스퍼터링 속도는 1step 당 약 6 nm, 빔파워 10 kV, 빔전류 10 

nA을 유지하며, 이때 같이 분석된 O, C, Si, Co 원소를 100%

로 하여 분석하였다.

제작된 나노급 박막의 촉매활성도 분석을 위해 DY2113 

potentiostat(Digi-Ivy, Austin, TX)의 CV(cyclic voltammetry) 

측정을 이용하였다 [18].

작동전극의 제작은 Noh 등[18]이 보고한 바와 같이 동일

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glass/FTO/blocking layer/TiO2/dye(N719)

의 구조를 갖는 작동전극을 완성하고, 최종적으로 그림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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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llustration of the cross sectional structure of the proposed 
DSSC.

Fig. 2. FE-SEM images of Si/Co layers (a) as deposited, (b) 
silicidized at 500 ℃, (c) silicidized at 700 ℃, and (d) silicidized 
at 700 ℃ with HNO3 cleaning.

같이 수직단면을 가진 유효면적 0.45 cm2 DSSC 소자를 완성

하였다.

완성된 소자의 계면 저항 확인을 위해 solar simulator 

(PEC-L11, Peccell)와 potentiostat(Iviumstat, Ivium)를 이용

하여 임피던스를 측정하였다. DSSC 소자의 광전기적 특성 

확인을 위해 solar simulator(PEC-L11, Peccell)와 potentiostat 

(Iviumstat, Ivium)를 이용하여 I-V(current-voltage)를 측정하

였다. 이때 광원은 100 W 제논 램프를 사용하여, 1 sun(100 

mW/cm2)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I-V 분석은 단락전류밀도

(Jsc), 개방전압(Voc), 필팩터(FF), 에너지변환효율을 함께 확

인하였다.

3. 실험 결과

그림 2는 Si/Co 이중층과 이를 각각 500 ℃와 700 ℃에서 

진공열처리를 통해 제작한 촉매층의 표면을 확대 분석한 

FE-SEM 이미지이다.

(a)는 Si/Co 이중층의 표면을 확대한 이미지이다. 이미지

에 나타난 균일한 부분은 Si/Co 이중층의 상부인 Co층으로 

판단되었으며, 목적한 바와 같이 Co층이 균일하게 증착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b)는 500 ℃에서 열처리한 촉매층의 표면을 확대한 이미

지이다. 이는 Lien 등[17]이 실리콘 웨이퍼 위에 200 nm의 

Co를 증착하고 500 ℃에서 열처리 진행하여 CoSi가 형성되

는 것을 보고한 바와 동일한 열처리 공정으로 진행되어 CoSi 

촉매층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c)는 700 ℃에서 열처리한 촉매층의 표면을 확대한 이미

지이다. 700 ℃에서 열처리한 촉매층의 표면에서 닷(dot) 형

태의 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나타난 닷 

형태의 상은 평균 직경 250 nm의 구형으로 평균 밀도 2.5 ea/

㎛2로 분포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는 Bouzamouche 등[19]이 

(111) Si 웨이퍼 위에 3 nm의 Co를 증착하고 750 ℃에서 열

처리할 경우 Co 닷 형태를 확인하였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

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닷 형태의 상은 열처리과정에서 Co가 

자가정렬적으로 응집되어 닷 형태의 Co 과잉 응집상이 나타

난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EDS를 통해 (c)에 표시한 검은색 화살

표 부분과 흰색 화살표 부분을 각각 분석하였다. 검은색 화살

표 부분에서 검출된 원소로는 Co 23%, O 32%, Si 30%로 나

타나 닷이 Co 과잉 응집상이며, 내부에 Si와 금속간화합물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흰색 화살표 부분에서 검출된 원

소로는 Co 0%, O 44%, Si 44%로 나타나 Co가 없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d)는 닷 응집체의 내식성을 확인하기 위해 30% 질산에 20

분간 담가 처리를 진행한 이미지이다. 이때 대부분의 닷이 에

칭 되고 미세한 닷 잔류흔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내식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Co 과잉 응집상은 

쉽게 에칭 되고 하부에 형성된 내식성이 강한 응집상인 CoSi2

는 질산에 에칭 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Si/Co 이중층의 표면은 Co 층이 균일하게 증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500 ℃에서 열처리한 CoSi층 또한 

균일하게 증착된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다만, 700 ℃에서 

열처리한 촉매층의 경우 전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닷 형태

의 CoSi2/Co 닷 응집상이 형성되어 DSSC 소자에 적용할 경

우 광전기적 특성저하가 예상되었다.

그림 3은 Si/Co 이중층과 이를 각각 500 ℃, 700 ℃의 실리

사이드 열처리 공정이 완료된 직후의 XRD 특성피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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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XRD peaks of Si/Co layers with 500 ℃, and 700 ℃
silicidation.

Fig. 4. AES depth profiles of Si/Co layers silicidized at (a) 500 ℃ and (b) 700 ℃.

Si/Co 이중층 박막의 경우, 44.5˚에서 각각 (111) 면방향을 

가진 Co의 특성피크를 확인하였으며, 하부의 Si 층은 비정질

로 증착되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500 ℃에서 열처리한 박막의 경우, 28.40˚, 34.92˚, 40.54˚, 

45.57˚, 50.21˚에서 각각 (110), (111), (200), (210), (211) 면방

향을 가진 CoSi의 특성피크를 보였고, 이는 Shin 등[20]이 보

고한 바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700 ℃에서 열처리한 박막의 경우, 28.87˚, 48.13˚, 57.13˚, 

70.41˚에서 각각 (111), (220), (311), (400) 면방향을 가진 

CoSi2의 특성피크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Shin 등[20]이 보고

한 CoSi2의 특성피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그러나 앞서 보

인 FE-SEM과 EDS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그림 2의 (c)

에서 검은색 화살표로 표시한 Co 과잉 응집상의 Co 피크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Co 과잉 

응집상이 형성되어 Co 피크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

였다.

그림 4는 500 ℃, 700 ℃의 실리사이드 열처리 공정이 완

료된 직후의 AES 분석결과이다.

(a)는 quartz/100 nm Si/100 nm Co 구조를 500 ℃에서 열

처리한 촉매층의 분석결과로 표면부에는 약 30 nm 두께의 

Co 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박막 내부에는 Si과 Co의 

조성이 1:1로 확인되어 약 70 nm 두께의 CoSi 층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FE-SEM과 XRD 결

과에서 예상한 바와 일치하는 결과로 500 ℃의 실리사이드 

처리를 통해 하부에 CoSi가 형성되었음을 판단하였다.

(b)는 quartz/100 nm Si/100 nm Co 구조체를 700 ℃에서 

열처리한 시료의 AES depth profile 결과이다. 표면효과로 인

해 약 10 nm까지 피크들의 변화가 있다가 이후 Co, Si, O가 

균일한 조성비로 두께에 따라 측정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 

두께범위에 걸쳐 특정층이 형성됨이 아니라 앞서 보인 미세

구조의 결과와 같이 AES 빔이 비교적 넓은 1×1 mm2 영역을 

측정하고, 전자빔의 측정 깊이(skip depth)가 상대적으로 깊

어서 특정원소의 신호를 두께별로 측정하는데 닷 구조의 Co 

과잉 응집체와 하부 쿼츠 기판의 신호가 모두 포함되어 거의 

비슷하게 대부분의 원소 신호가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본 결과에 의하면 CoSi2층을 성공적으로 형성하였으나 

앞서 보인 질산에 에칭된 미세구조에 근거하여 Co 응집체가 

부분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판단되었다.

그림 5는 Si/Co 이중층, 500 ℃(CoSi/Co), 700 ℃(dot- 

(CoSi2/Co)) 상대전극의 촉매활성도 비교를 위한 CV 데이터

이다. 이때 DSSC의 촉매 효과는 주로 환원 반응과 관련되어 

좌하단의 면적을 통해 환원촉매활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Si/Co 이중층의 경우 Pt 상대전극 대비 약 27% 수준으로 환

원촉매활성도를 나타내어 He 등[11]이 보고한 바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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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Nyquist plots of DSSCs employing Pt, Si/Co, CoSi/Co, 
and dot-(CoSi2/Co). Inset is a Nyquist plot with specified 
parameters.

Fig. 5. CV curves of the catalytic layers with using the electrolyte 
of MPN solutions containing 0.1 M LiClO4, 5 mM LiI, and 0.5 
mM I2 measured at a scan rate of 50 mV/s.

결과로 이를 DSSC의 촉매재료로 채용 가능성을 보였다.

CoSi/Co 상대전극의 경우 Pt 상대전극 대비 약 62% 수준

으로 환원촉매활성도를 나타내어 이를 DSSC의 촉매재료로 

채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반면, dot-(CoSi2/Co) 상대전극의 경우 Si/Co 이중층에 비

해서도 환원촉매활성도를 나타내지 않아 촉매재료로써의 역

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CV 분석 결과를 통해 500 ℃에서 처리된 CoSi/Co 

상대전극이 환원 촉매재료로써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6에는 각각 Pt, Si/Co 이중층, CoSi/Co, 그리고 

dot-(CoSi2/Co)을 상대전극으로 적용한 DSSC 소자에 인가된 

주파수에 대한 실수항과 허수항으로 이루어진 나이퀴스트 

선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좌상단에는 일반적인 DSSC 소자

의 나이퀴스트 선도에 나타나는 각각의 Rh, R1, R2, R3의 내부 

저항을 나타내었다.

Rh 값은 TCO(transparent conductive oxide) 기판과 상대전

극의 면저항에 기인하는 실수항의 저항과 TCO/전해질 계면

의 저항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Pt, Si/Co 이중층, CoSi/Co, 그

리고 dot-(CoSi2/Co)의 Rh 값은 각각 8.6 Ω,  33.8 Ω, 16.3 Ω, 

161000 Ω으로 나타내었다. CoSi/Co 상대전극의 경우 Pt 상

대전극과 가장 비슷한 Rh 값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와 같이 Co 층이 가장 표면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서로 다른 비저항을 보이는 것은 Co 층이 순수한 Co가 아니

라 복합층인 것을 의미한다. 특히 dot-(CoSi2/Co) 상대전극의 

경우 Rh 값이 매우 크게 나타내는 것은 앞서 보인 미세구조 

결과와 같이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닷 구조를 가졌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R1 값은 103-105 Hz에서 TCO/TiO2 계면의 저항과 전해질/

상대전극 계면의 전하 이동 저항과 관련된 계면저항으로 

CoSi/Co 상대전극과 Pt 상대전극을 채용한 소자의 R1 값은 

각각 19.0 Ω, 1.5 Ω을 나타내어 앞선 CV 결과와 같이 

CoSi/Co 상대전극이 비교적 우수한 환원촉매활성도를 가지

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dot-(CoSi2/Co)과 Si/Co 이중

층을 채용한 소자의 경우 R1 값이 매우 크게 나타나 R2 값과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2와 R3 값의 경우 본 연구에서 모두 동일한 작동전극을 사

용하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7은 각각 Pt, Si/Co 이중층, CoSi/Co, 그리고 

dot-(CoSi2/Co) 상대전극을 적용한 DSSC 소자의 I-V 데이터

이다.

Si/Co 이중층 상대전극을 채용한 소자의 경우 앞선 CV 결

과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에너지변환효율이 나타남을 확인하

였으나, Pt 상대전극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CoSi/Co 상대전극를 채용한 소자의 경우 Pt를 채용한 경

우와 비교하여도 일정 수준의 Jsc와 FF를 나타내어 앞선 CV 

결과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우수한 촉매활성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dot-(CoSi2/Co) 상대전극을 채용한 소자의 경우 Jsc가 가장 

작아 앞선 CV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촉매재료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는 그림 7의 I-V결과를 자세히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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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otovoltaic performance and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of DSSCs 

Sample Jsc

(mA/cm2) Voc(V) FF η(%)

Pt 11.31 0.69 0.66 5.13
Si/Co bilayer 8.66 0.50 0.26 1.12

CoSi/Co 10.94 0.69 0.50 3.75
dot-(CoSi2/Co) 0.0004 - - 0.00009

Fig. 7. Current-voltage (I-V) characteristic of DSSCs employing 
Pt, Si/Co, CoSi/Co, and dot-(CoSi2/Co).

Jsc의 경우 DSSC에 Si/Co 이중층과 CoSi/Co 상대전극을 

채용 시 각각 8.66 mA/cm2, 10.94 mA/cm2를 나타내었으며, 

dot-(CoSi2/Co) 상대전극을 채용 시 0.0004 mA/cm2을 나타내

었다. 특히 CoSi/Co 상대전극의 경우 Pt 상대전극의 11.31 

mA/cm2와 비슷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

선 CV 결과에서 예측한 바와 동일한 결과로 확인되었으며, 

외부 회로를 통해 이동한 전자를 홀에 전달해주는 환원촉매

활성도가 우수하게 나타나 높은 Jsc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Voc의 경우 Si/Co 이중층 채용 시 0.50 V를 나타내었다. 이

는 최상위 촉매층인 Co가 전해질에 열화되어 전기적특성의 

감소로 인해 기존의 Pt 상대전극 보다 낮은 Voc값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하였다. CoSi/Co 상대전극의 경우에는 Pt 상대전

극과 동일한 0.69 V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전해질의 산화-환

원 준위와 반도체산화물의 페르미준위의 영향을 받는 요소

로써, 이는 동일한 전해질과 TiO2를 이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되었다. dot-(CoSi2/Co) 상대전극은 Voc가 너무 작아 측

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앞선 CV 결과와 임피던스의 결과를 

통해 확인한 바와 일치하는 결과로 판단하였다.

FF의 경우 소자의 계면저항에 영향을 받는 요소로 Si/Co 

이중층과 CoSi/Co 상대전극의 경우 각각 0.26, 0.50을 나타

내었는데, 특히 CoSi/Co 상대전극은 Pt 상대전극의 FF 0.66

과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각각의 촉매재료의 환원촉

매활성도 차이로 인해 전해질/상대전극 계면저항이 변화하

여 나타나는 결과로 앞선 임피던스 결과에서 나타난 R1 값의 

변화와 일치하였다. 한편 dot-(CoSi2/Co) 상대전극의 경우 

Jsc, Voc 값이 너무 작아 FF의 값을 확인할 수 없었다.

최종 에너지변환효율의 경우 Si/Co 이중층, CoSi/Co 상대

전극, dot-(CoSi2/Co) 상대전극은 각각 1.12%, 3.75%, 0%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그 중 특히 CoSi/Co 상대전극은 Pt 

상대전극(5.13%)의 73%의 에너지변환효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CoSi/Co 상대전극의 환원촉매활성도에 따라 Jsc와 FF가 

우수하게 나타내어 나타난 결과였다.

따라서, CoSi/Co 상대전극에서 우수한 수준의 환원촉매활

성도를 확인하여, 코발트실리사이드가 Pt 촉매층을 대체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코발트실리사이드 제작을 위해 quartz/100 nm Si/100 nm 

Co 구조를 전자빔 증착으로 적층하고, 500 ℃, 700 ℃에서 실

리사이드화 처리하여 각각 500 ℃, 700 ℃에서 평탄한 

quartz/CoSi/Co와 quartz/dot-(CoSi2/Co) 구조를 제작하고 이

를 DSSC 상대전극에 적용하였다. CoSi/Co는 우수한 촉매활

성도를 보였고, 결국 Pt 대비 73%의 에너지변환효율을 보였

다. CoSi2/Co는 전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닷 형태의 미세구

조 때문에 촉매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d-오비탈을 

가진 나노두께 Co가 실리사이드화 처리에 따라 환원촉매활

성도가 향상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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