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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생물 반응기를 위한 도광판 설계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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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광생물 반응기의 조명 시스템으로 활용될 LED(Light-Emitting Diode)용 도광판의 광학설계 및 제작 결과에 대해 

보고한다. 도광판 설계를 위해 광원, 반사필름, 도광판 패턴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특히, 도광판 패턴의 경우 램버시안 

산란체(Lambertian Scatterer)로 모델링을 수행하였는데, 테스트용으로 제작된 도광판의 조도분포와 부합하는 모델 파라미터(반사

율, 산란체의 폭)를 매칭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추출하였다. 추출된 모델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광학설계를 수행하였으며, CNC 
(Computer Numerical Control) 가공을 통해 도광판을 제작하였고, 평균조도와 조도균일도 등의 광학 특성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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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esent results of optical design and fabrication of a light guiding plate (LGP) to be used as an illumination system for 
photobioreactors. Modeling of a light-emitting diode (LED) light source, a reflection film, and LGP patterns was performed. 
Especially, the LGP patterns were modeled as Lambertian scatterers. The modeling parameters (reflectance, scatterer width) were 
determined through matching simulations with the experimentally measured illuminance distribution for a test LGP. An LGP for an 
LED light source was designed with the extracted model parameters, and fabricated using a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machine. 
Optical characteristics including average illuminance and uniformity of illuminance distribution were measured for the fabricated L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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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lative intensity distribution of the LED source (KL-
WH5450-2NT, KOSEMI) used for optical modeling and simulations 
of this paper.

I. 서    론

최근 석유,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매장량은 각

각 약 40년, 약 60년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1]. 국제에너지기

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에너지수요가 2008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2.1%, 총 36% 
증가하며, 원유 가격 또한 약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의해 에너지 

소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

적인 화석연료의 고갈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재생 에너

지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2, 3], 이와 별도로 1997

년에 제정된 도쿄의정서에 의해 2012년까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6종류의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 배출 기준으로 평균 5.2% 이상 감축해야 하는 상황

이다
[4].

현재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로는 옥수수, 콩, 사
탕수수 등의 식용작물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식용

작물을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로 사용하는 데서 발생되는 윤

리적 문제, 그리고 이들 작물의 증산에 수반되는 환경오염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식물

에 비해 증식속도가 빠르고 유전자 조작에 의한 기능향상이 

비교적 용이하며, 기존의 식용작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생

에너지원으로서의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는 미세조류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5, 6].

미세조류의 대량 생산을 위해 여러 종류의 광생물 반응기

(Photobioreactor)가 제안되어 사용되고 있다
[7-11]. 효과적인 

광생물 반응기 개발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광원 활용이 필수

적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광학 시스템이 제안 되었다
[12-16]. 

광생물 반응기에서 사용되는 광학 시스템은 크게 집광, 광전

송, 배광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광 시스템은 렌즈 또

는 반사판을 이용하여 광을 집광 시켜 전송 시스템으로 입사 

시킨다. 광전송 시스템은 광섬유, 광도파관 등을 이용하여 

집광 시스템으로부터 입사된 광을 배광 시스템까지 전송한

다. 배광 시스템은 전송된 광을 광생물 반응기에 균일하게 

조사하기 위해 도광판(LGP, Light Guiding Plate), 광섬유 등

을 이용하고 있다.
여러 종류의 광생물 반응기 중 평판형(Flat Panel) 광생물 

반응기의 경우 에너지(입력 에너지 당 바이오 매스 생산량)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연구

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17]. 평판형 광생물 

반응기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는 태양광을 

광원으로 사용하여 광생물 반응기로의 입력에너지를 최소화

해야 한다. 그러나 각 미세조류별 최적 배양조건 추출 등의 기

초 연구를 위해서는 LED(Light-Emitting Diode) 등 제어가 가

능한 인공광원을 이용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광생물 반응기의 조명 시스템으로 활용될 

LED용 도광판의 광학설계 및 제작에 대해 보고한다. 광학설

계를 위하여 Optical Research Associates 사의 조명광학설계 

소프트웨어인 LightTools를 사용하였다
[18]. 제2장에서는 도광

판 모델링 및 설계 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고, 제3장에

서는 제작 과정 및 제작된 도광판의 성능에 대해 기술하였

고, 마지막 제4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결

론을 맺었다.

II. 도광판 모델링 및 설계

2.1. 도광판 모델링

도광판은 기본적으로 광원, 반사필름, 도광판 패턴으로 구

성되어 있다. 광원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광원

의 정확한 배광 분포와 광속을 사용하는 것이다. LightTools
에서는 Apodization 파일을 이용하여 광원의 배광분포를 지

정해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광판 모델링을 위한 LED 
광원으로 KOSEMI사의 KL-WH5450-2NT[19]

를 사용하였다. 제
조사에서 제공한 LED의 각도별 상대 광도 분포 값을 Apodization 
파일에 적용하여 LED 광원을 모델링 하였다. 그림 1은 

Apodization 파일 적용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LED의 

각도별 광도 분포와 제조사에서 제공한 실험 데이터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두 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LED 개당 광속은 측정치인 16.18 lm 인 것으로 가정

하였다.
반사필름은 일반적으로 도광판의 아랫면에 설치하여 도광

판 밑면으로 빠져나가는 빛을 반사시켜 도광판 윗면으로 출

사하도록 한다. 반사필름의 반사 특성은 매우 복잡하며 거울

반사 특성과 확산반사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입사각

(AOI, Angle of Incidence)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림 2
는 본 논문의 도광판 광학설계를 위해 사용한 반사필름(모델명: 
SY 64~70, SK)의 양방향 반사율 분포함수(BRDF, Bidirectional 
Reflective Distribution Function)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J&C Technology사의 RT-300S[20]

를 사용하여 본 논문에 사

용된 반사필름의 BRDF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BRDF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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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sured BRDF data of the reflection film (SY 64~70, SK) used for optical modeling and simulations of this paper.

FIG. 3. Photograph of the LGP pattern fabricated by using a 
CNC machine.

를 LightTools의 반사필름 모델의 표면특성(Surface Finishes)
에 적용하여 도광판 모델링과 설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도광판은 도광판의 측면 또는 하면에 위치한 광원에서 방

출된 광선이 균일한 휘도 또는 조도 분포를 가지며 도광판 

상면을 통해 방출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21]. 이를 위해 도

광판 하면에 산란체로 사용되는 백색 잉크를 인쇄하거나 홈

을 형성하고 그 외부에 반사필름을 설치하여 내부전반사에 

의해 도광판 내에 갇혀 있던 광선을 도광판 상면으로 출사 

시키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도광판 패턴은 이 때 인쇄된 

잉크 또는 형성된 홈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Poly(methyl  
methacrylate)를 사용하여 도광판을 제작하였고, 다이아몬드 

컷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V-cut 패턴을 도광판 패턴으로 사용

하였다. 그림 3은 도광판 하면에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가공을 통해 제작한 도광판 패턴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 사용한 다이아몬드 컷터의 각도는 60° 이었다.
광생물 반응기 내에서 발생하는 광화학적 반응은 기본적으

로 광합성 반응에 기초하고 있어 가시광 영역에서의 단위면

적당 단위시간당 광자(photon)의 개수가 매우 의미 있는 물

리량이다. 이 때문에 광생물 반응기 분야에서는 PFD(Photon 
Flux Density, 단위: μmol/(m2‧s) 또는 μE/(m2‧s))를 조명 시스

템의 평가와 광생물 반응기 최적화 파라미터로 사용하고 있

다
[7, 12]. 광도측정학(Photometry) 분야의 물리량 중 PFD에 해

당하는 것이 조도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광생물 반응기

의 설계 및 성능을 평가하는 특성량으로 조도를 선정하였다.
도광판 모델링을 위하여 크기가 500 mm × 600 mm × 10 

mm인 테스트용 도광판을 제작하였다. 도광판 패턴은 가로 

세로 모두 5 mm 등간격으로 제작하였으며, 반사필름 유 ‧ 무
에 따라 조도분포를 측정하였다. LED는 600 mm 장축에 74
개, 500 mm 단축에 62개를 7.5 mm의 간격으로 배열하여 총 

4개의 면에 272개를 배치하였다. 조도분포 측정을 위해 LI –
COR사의 Photometric Sensor LI-210을 사용하였다. 그림 
4(a)는 반사필름이 부착되어 있을 때의 조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도광판을 10 × 12개의 셀(각 셀의 크기: 50 mm × 50 
mm) 분할하여 각 셀의 중앙에서 조도값을 측정하였다. 이 

때, 평균조도는 12,260 lx 이었다. 또한 반사필름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 측정한 조도분포 결과는 그림 4(b)와 

같다. 이 경우 평균조도는 6,567 lx 이었다. 두 가지의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매칭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먼저, 도광

판 패턴을 사다리꼴로 모델링 하여 실험 결과와 비교를 통한 

사다리꼴 형상 파라미터 추출을 시도 하였으나, 실험결과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이유는 그림 

3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패턴의 사면과 윗면이 깨끗

이 연마되어 있지 않아 산란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되었다. 도광판의 패턴을 산란체(램버시안 산란체

로 가정)로 모델링(모델 파라미터: 산란체의 폭, 반사율)하여 

매칭 시뮬레이션을 다시 수행 하였다. 그림 5는 시뮬레이션

을 위한 LightTools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있다. 산란체의 폭 

d를 0.4 mm부터 2.8 mm까지 0.2 mm씩 변경하고, 동시에 산

란체의 반사율 R을 10%부터 90%까지 10%씩 변경하며 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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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Measured illuminance distribution for the test LGP (a) 
with and (b) without the reflection film (units: lx).

FIG. 5. LightTools layout for optical simulations.

FIG. 6. Total average deviation as a function of reflectance and 
width of the scatterer.

판의 조도분포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 평

균 오차 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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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와 j는 각각 조도 측정을 위해 분할한 셀의 행과 열

을 의미하며, Eij와 Sij는 각각 각 셀에서 측정된 조도값과 시

뮬레이션 된 조도값을 뜻한다. Eaverage와 Saverage는 각각 측정

된 조도 평균값과 시뮬레이션 된 조도 평균값을 의미한다. N
은 총 셀의 개수를 나타낸다. 도광판 패턴에 대한 모델 파라

미터를 결정하기 위해 도광판에 반사필름이 부착된 경우와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실험결과를 모두 사용하여 총 평

균오차를 다음 식을 사용하여 계산 하였다.

2
2

2
1 δδδ +=total (2)

여기서, δ1은 반사필름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평균오

차이며, δ2는 반사필름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대한 

평균오차를 의미한다. 총 평균오차에 대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총 평균오차가 최소가 되는 지점인 반사율 R = 50%, 
산란체의 폭 d = 1.8 mm를 램버시안 산란체로 모델링한 도

광판 패턴의 모델 파라미터를 결정하였다.

2.2. 도광판 설계

도광판 설계는 원하는 휘도 또는 조도 분포를 달성하기 위

한 도광판 패턴의 조밀도 분포를 구하는 과정이다
[22]. 균일한 

패턴 조밀도를 갖는 도광판의 경우 광원으로부터 멀어질수

록 도광판 내부의 광의 세기가 감소한다. 따라서 균일한 휘

도 또는 조도 분포를 얻기 위해서는 광원으로부터 멀어질수

록 도광판 패턴의 조밀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패턴 조밀도는 

인접한 패턴 사이의 간격에 의해 결정된다. 다양한 종류의 

함수를 사용하여 인접 패턴 사이의 간격을 지정할 수 있는

데, 본 논문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우시안 

함수(Gaussian Function)를 이용하였다
[23]. 다음은 가우시안 

함수로 표현된 인접 패턴 사이의 간격에 대한 표현식을 보여 

주고 있다.



《연구논문》광생물 반응기를 위한 도광판 설계 및 제작 ― 박기찬ㆍ김 훈 외 59

            (a)                           (b)

            (c)                           (d)

FIG. 7. Average deviation as a function of minimum spacing and Gaussian width (maximum pattern spacing: (a) 9 mm, (b) 10 mm, (c) 11 
mm, (d) 12 mm).

)/2exp( 22 wxaby −−= (3)

여기서, x는 도광판 패턴을 배열할 축 상의 위치를, w는 가

우시안 함수의 폭을 의미한다. 파라미터 a와 b는 최대 및 최

소 패턴 간격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이다.
설계한 도광판의 크기는 500 mm × 500 mm × 10 mm 이

며, 최대 패턴 간격은 9 mm부터 12 mm 까지 1 mm 간격으

로 변경하였고, 최소 패턴 간격은 최대 패턴 간격에서 5 mm
를 뺀 값부터 최대 패턴 간격에서 1 mm 뺀 값까지 변경하였

다. 동시에 가우시안 함수의 폭 w를 250 mm부터 500 mm까

지 50 mm 간격으로 변경 하여 조도 균일도에 대한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였다. 조도 균일도를 대표하는 물리량으로 조

도 표준편차와 평균 조도의 비로 정의된 평균편차(Average 
Deviation)을 사용하였다.

평균편차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a), (b), (c), (d)는 각각 최대 패턴 간격이 9 mm, 10 mm, 
11 mm, 12 mm인 경우에 대한 결과이다. 조도 분포를 구하

기 위해 500 mm × 500 mm 영역을 10 × 10(각 셀의 크기: 

50 mm × 50 mm) 셀로 분할하였으며, 도광판 가장자리에서

의 급격한 조도 변화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도광판의 

중앙부 8 × 8의 셀에 대한 조도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 그
림 7을 살펴보면, 평균편차는 최소 패턴간격이 클 경우 가우

시안 함수 폭에 거의 무관하며, 최소 패턴간격이 작아지면서 

평균편차를 최소로 하는 최적화된 가우시안 함수 폭이 존재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a)의 경우 최소 패턴간격 4.0 mm, 
가우시안 함수 폭 350 mm일 때, 평균편차는 약 3.0%이었다. 
그림 8은 평균조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최대 패턴간격이 일정할 경우, 최소 패턴간격이 작아질

수록 평균조도 값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평균적으로 보았

을 때, 최대 패턴간격이 작을수록 평균조도 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파

라미터 영역 중 가장 큰 평균조도 값을 보이면서도 평균편차 

값이 최소인 최대 패턴간격 9.0 mm, 최소 패턴간격 4.0 mm 
가우시안 함수 폭 350 mm 를 최종 설계 파라미터로 선정하

였다. 그림 9(a)는 도광판 패턴에 대한 Auto-CAD 도면을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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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8. Average illuminance (units: lx) as a function of minimum spacing and Gaussian width (maximum pattern spacing: (a) 9 mm, (b) 10 mm, 
(c) 11 mm, (d) 12 mm).

                 (a)                     (b)

FIG. 9. (a) Auto-CAD drawing of the designed LGP patterns and (b) photograph of the fabricated LGP.

III. 도광판 제작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LED 구동을 위한 회로 및 PCB(Printed Circuit 

Board)를 직접 설계, 제작하였다. 브릿지 정류회로를 이용하

여 220 V 교류를 전파 정류시키고, 2개의 트랜지스터를 연

결한 달링턴 증폭기(Darlington Amplifier)를 이용하여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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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llumination distribution of the fabricated LGP.
FIG. 11. Spectrum of the LED (LWH1056N, LUXPIA) used for 
the fabricated LGP.

에 전류를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LED 구동 시 발생

하는 열을 효과적을 방출하여 LED 출력 안정화 및 수명 연

장을 달성하기 위해 LED 회로용 방열판을 설계, 제작하여 

도광판에 부착하였다. PCB와 도광판의 크기를 고려하여, 방
열판의 내부 너비는 11 mm, PCB가 장착될 부분은 12.8 mm
로 제작하였다. 도광판 제작에 사용된 LED는 LUXPIA사의 

LED인 LWH1056N[24]
이며, 1개의 LED 평균 광속은 28 lm으

로 측정되었다. 설계에 사용된 LED(KL-WH5450-2NT)와 거

의 동일한 배광분포를 갖고 있다.
그림 9(b)는 제작된 도광판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도광

판의 크기는 500 mm × 500 mm × 10 mm이며, 광학용 아크

릴을 사용하였다. 총 240개의 LED를 도광판 외곽 4면에 7.5 
mm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제작된 도광판을 10 × 10 개의 셀

로 나누어 각 셀의 중앙에서의 조도값을 측정하였다. 배광 

균일도(IDU, Illuminance Distribution Uniformity)는 KS C 
IEC 61747-6 규격에 의거해 다음 공식을 사용하였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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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i는 측정된 개별 셀에서의 조도값, Eav는 평균 조도

값을 의미한다.
그림 10은 제작된 도광판에 대한 조도 측정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10 × 10 전체영역에 대한 평균조도와 조도 표준편

차는 각각 20,299 lx, 2,735 lx이었으며, 배광 균일도는 

71.8%이었다. 도광판의 가장자리 데이터를 제외한 8 × 8 영
역에 대한 평균조도와 조도 표준편차는 각각 19,026 lx, 
1,943 lx이었다. 이 때, 배광 균일도와 평균편차는 각각 79.1%, 
12.5%이었다.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된 값(3.0%)과 

제작된 도광판의 평균편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도광판 패턴의 크기를 도광

판 위치별로 측정해 보았다. 측정 결과 도광판 패턴의 너비

와 깊이에 대한 평균값은 각각 0.63 mm, 0.38 mm이었으며, 
표준편차는 각각 0.11 mm, 0.12 mm이었다. 매우 큰 편차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광판 패턴이 상대적으로 

큰 영역의 조도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영역의 조도값 보다 크

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제작된 도광판의 낮은 배

광 균일도는 도광판 패턴 크기의 불균일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도광판 패턴 크기의 불균일은 도광판 제작에 사

용된 광학용 아크릴판의 두께 편차에 의한 것이었다. 도광판 

두께 측정 결과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9.61 mm, 0.13 mm
이었는데, 도광판 패턴의 깊이 편차(표준편차: 0.12 mm)는 

도광판 두께의 편차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실제 광생물 반응기 분야에서는 조

도값 보다는 PFD를 더욱 의미 있는 값으로 사용하고 있다. 
PF(Photon Flux, 단위: μmol/s  또는 μE/s)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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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와 c는 각각 플랑크 상수와 진공 중에서의 광속을 

의미하며, 는 광원의 파장 에따른 분광복사속을 나타

낸다. PFD는 단위면적당 PF를 의미한다.
PFD는 양자 센서(LI-210 Quantum Sensor, LI-COR사)를 사

용하여 측정 하였다. 10 × 10 전체영역에 대한 평균 PFD값

은 261 μE/(m2‧s) 이었으며, 도광판의 가장자리 데이터를 제

외한 8 × 8 영역에 대한 평균 PFD값은 244 μE/(m2‧s) 이었

다. 평균 PFD값과 평균 조도값의 비율로 계산한 PFD값 환

산계수(PFD값/조도값)는 0.0129이다. 그림 11은 실험에 사용

된 LED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24]. 식 (5)와 그림 11의 

LED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계산한 PFD값 환산계수는 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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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는데, 실험적으로 측정한 값과 2.3% 오차 안에서 잘 일

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조

속히 해결해야 할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재

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중 미세조류

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의 개발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세조류의 배양을 위한 평판형 광생물 반응기

의 조명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광판의 광학설계 및 

제작 결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먼저, 도광판 설계를 위해 광

원, 반사필름, 도광판 패턴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특
히, 도광판 패턴의 경우 램버시안 산란체로 모델링을 수행하

였는데, 테스트용으로 제작된 도광판의 조도분포와 부합하는 

모델링 파라미터(반사율: 50%, 산란체의 폭: 1.8 mm)를 매칭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추출하였다. 추출된 모델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LED용 도광판에 대한 광학설계를 수행하였다. 설
계 파라미터로는 최대 패턴간격, 최소 패턴간격, 패턴 간격

에 대한 가우시안 함수 폭 등을 사용하였다. 설계결과를 바

탕으로 CNC가공을 통해 광생물 반응기용 도광판을 제작하

였다. 광원인 LED 구동을 위한 회로, 방열판 등도 직접 제작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작된 도광판은 미세조류인 클로렐라

(Chlorella)와 두날리엘라(Dunaliella)의 평판형 광생물 반응

기를 이용한 최적 배양조건 추출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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