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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Fabrication of a Light-Guiding Plate for a Photobioreactor Utilizing a 

Hybrid LED Plus Sunligh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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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report the results of a study on the design and fabrication of a light-guiding plate (LGP) using a hybrid 

light-emitting diode (LED) and sunlight source that can be applied to a photobioreactor. LGP patterns for the LED source were 

designed and engraved on an LGP, together with previously reported patterns for a sunlight source. A control system for the 

hybrid LGP was designed to maintain the output photon flux density (PFD) from the LGP at a constant value. When the target 

value of the output PFD was set to 70 μE/(m
2
·s), the error range of the output PFD was found to be withi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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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와 태양광 하이브리드 광원을 이용한 광생물 반응기용 도광판 설계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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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광생물 반응기의 조명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LED(Light-Emitting Diode)와 태양광 하이브리드 광원을 이용한 

도광판의 설계 및 제작 결과에 대해 보고한다. LED용 도광판 패턴을 설계하고 기존에 보고된 태양광용 도광판에 함께 중첩하여 

가공하였다. 하이브리드 도광판의 출력 PFD(Photon Flux Density)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한 제어 시스템을 제작하였으며, 

출력 PFD 목표값을 70 μE/(m
2
·s)로 설정하였을 경우 오차범위 ±2% 이내에서 제어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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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자원고갈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1,2]
. 신재생에너지원 중 이산화탄소 저감과 동시에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연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미세

조류가 전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3-5]

. 미세조류는 

화석에너지를 대체 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및 소재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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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Relative intensity distribution of the LED source (LWH1056N, 

LUXPIA) used for optical modeling and simulations of this paper.

사용될 수 있으며
[1,3]

, 좁은 면적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6]

, 

빛을 에너지원으로 이산화탄소를 고정화하여 제약, 고급 화

장품 등의 고부가가치 유용물질을 생산하는데 활용될 수 있

다
[7]

.

미세조류 배양시스템은 크게 개방형과 폐쇄형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8]

. 폐쇄형 시스템은 광효율, 온도 조절 등의 측

면에서 개방형 시스템보다 더 나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폐

쇄형 시스템은 세부적으로 관형 광생물반응기와 평판형 광

생물반응기로 분류할 수 있다. 평판형 광생물반응기는 바이

오매스(biomass) 생산을 위한 에너지 요구량의 측면에서 관

형 광생물반응기에 비해 더 나은 특징을 보이고 있어 최근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9]

.

미세조류의 연속적인 배양을 위해서는 내구성이 높고 효

율이 좋은 광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광원 중 하나가 발광 

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이다
[10]

. LED는 작고, 가

벼워서 어떤 형태의 광생물반응기에도 직접 조명 및 도광판

을 이용한 간접 조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과 효

율 또한 우수하다
[11]

. 한편, 태양광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필수적인 광원이다
[12]

. 최근, 태양광을 도광판의 광원으로 사

용한 광생물 반응기용 조명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

다
[13]

. 참고문헌 [13]에 보고된 조명시스템은 태양광 추적이 

가능하고 원형 프레넬 렌즈로 이루어진 집광기, 플라스틱 광

섬유로 구성된 광전달기, V-cut 패턴을 산란 패턴으로 사용

한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재질의 도광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양광은 광섬유를 이용하여 도광판의 양 

측면을 통해 도광판에 입사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평판형 광생물반응기의 조명 시스템으로 활

용될 수 있는 LED와 태양광 하이브리드 광원을 이용한 광생

물반응기용 도광판 설계 및 제작에 대해 보고한다. 기본적으

로 참고문헌 [13]에 보고된 도광판 구조에 LED 광원을 도광

판 상하 측면에 배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LED 광원에 대

한 도광판 패턴 모델링 및 설계를 수행하였고, 설계된 LED

용 도광판 패턴을 기존에 보고된 참고문헌 [13]의 태양광용 

도광판에 함께 중첩하여 가공하였다. 광학설계를 위하여 

Synopsys 사의 조명광학설계 소프트웨어인 LightTools를 사

용하였다
[14]

. 제2장에서는 도광판 설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고, 제3장에서는 도광판 제작 및 특성 측정 

결과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마지막 제4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 대한 결론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다.

II. 도광판 모델링 및 설계

2.1. LED 광원 및 반사 필름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LUXPIA사의 LWH1056N
[15]

을 LED용 도광

판의 광원으로 사용하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논문

에서는 조명광학설계 소프트웨어인 LightTools를 사용하여 

도광판의 모델링 및 설계를 수행하였다. 광원의 외관은 제조

사의 제원을 참조하였으며, 광도 분포는 LED 테스트 및 측

정 시스템인 Gooch and Housego PLC사의 OL770 UV/VIS
[16]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Figure 1은 LED 광원의 각도 별 상

대 광도(intensity)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 하나의 LED

로부터 출사 되는 총 광속은 19.13 lm이었다. 측정된 광원의 

배광 데이터를 LightTools에 있는 Apodization 파일에 적용

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도광판의 반사필름으로 SK사의 SY-80S를 

사용하였으며, (주)제이엔씨테크의 RT-300S 장비
[17]

를 사용

하여 양방향 반사율 분포 함수(bidirectional reflective distri-

bution function, BRDF)를 측정하였다. 0° 부터 70° 까지 5° 간

격으로 입사각을 변화시켰고, 방위각은 -90° 부터 90° 까지 

10° 간격으로, 편각은 -80° 부터 80° 까지 2° 간격으로 변화시

키며 반사광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BRDF 데이터를 LightTools

의 표면특성(surface finishes)에 적용하여 반사필름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측정된 BRDF 데이터는 참고문헌 [13]

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폭 5 mm인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

여 반사필름의 가장자리만을 도광판에 부착시켰다.

2.2. 도광판 패턴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도광판 전용 가공기(MR-CA24, Mirae LNS)
[18]

를 통해 도광판 하면에 형성된 V-cut 형태(45° 다이아몬드 

컷터 사용)의 홈을 도광판 패턴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V-cut 

패턴을 기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러나 기하학적 파라미터를 변경하여도 실험결과와 부합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제작된 V-cut 패턴의 단

면을 현미경으로 살펴보았을 때, 광학적으로 매끈한 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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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Measured illuminance distribution for the test LGP (a) 

with and (b) without the reflection film.

(a)

(b)

FIG. 3. Average error as a function of reflectance and width of 

the scatterer for the test LGP (a) with and (b) without the reflection 

film.

니라 산란특성을 갖고 있는 불투명하고 거친면으로 관측이 

되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도광판 패턴을 

램버시안 산란체(Lambertian scatterer)로 모델링하였다. 참고

문헌 [2]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도광판 패턴을 산란체로 모델

링하였다.

도광판 패턴 모델링을 위하여 크기가 1010 mm(높이) × 510 

mm(폭) × 10 mm(두께)인 테스트용 도광판을 제작하였다. 

도광판 패턴을 1.5 mm 등 간격(높이 방향)으로 폭 방향을 따

라 형성시켰으며, LED를 8 mm 간격으로 60개씩 도광판의 

상부와 하부에 배치하였다. 조도분포 측정을 위해 조도계

(LI-210 Photometric Sensor, LI-COR, Inc.)
[19]

를 사용하였다. 

도광판 전체 면적을 20 × 10 셀로 나누어 각 셀의 중심부에

서의 조도 값을 측정하였다. Figure 2는 LED용 테스트 도광

판의 조도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도광판 패턴을 램버시안 산란체로 

모델링하였고, 실험 결과와의 매칭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델 

파라미터인 반사율 R, 산란체 폭 d의 값을 결정하였다. 매칭 

시뮬레이션을 위해 산란체의 폭 d를 0.05 mm부터 3 mm까

지 0.01 mm씩 변경하고, 동시에 산란체의 반사율 R을 0%부

터 100 %까지 10%씩 변경하며 도광판의 조도분포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식 (1)과 같이 정의된 평균 오차(average error) δ
를 사용하였다.

( )∑ −=
ji

ijij
SE

N ,

21δ (1)

식 (1)에서 i와 j는 조도 측정을 위해 분할한 각 셀의 행과 

열을 위치를 각각 의미하며, Eij와 Sij는 각 셀에 대해 실험적

으로 측정된 조도값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된 조도값을 

각각 의미한다. N은 비교에 사용된 총 셀의 개수이다. Figure 

3(a)와 (b)는 각각 LED용 도광판에 반사필름이 부착된 경우

와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평균 오차를 계산한 결과이

다. 도광판에 반사필름이 부착된 경우 평균 오차는 반사율에 

거의 무관하고 산란체 폭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고, 

도광판에 반사필름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 평균 오차는 역으

로 산란체 폭에 거의 무관하고 반사율에 의존하여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도광판에 반사필름이 부착된 경우와 부착되

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결과를 모두 사용하여 도광판 패턴에 

대한 모델 파라미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식 (2)와 

같이 정의된 총 평균오차 δ total를 계산하였다.

2

2

2

2

1
δδδ +=

tota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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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5. Average deviation as a function of minimum spacing 

and pattern interval constant (maximum pattern spacing: (a) 4 

mm, (b) 5 mm, (c) 6 mm, and (d) 7 mm). The red circles indicate 

the minimum points.

FIG. 4. Total average error as a function of reflectance and 

width of the scatterer. The red circle indicates the minimum point.

식 (2)에서 δ 1과 δ 2는 반사필름이 부착된 경우와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평균오차를 각각 의미한다. LED용 도광판

에 대한 총 평균오차 δ total에 대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총 

평균오차 δ total이 최소가 되는 반사율 R = 80%, 산란체 폭 d 

= 0.18 mm를 LED용 도광판 패턴의 모델 파라미터로 결정

하였다.

2.3. 도광판 설계

균일한 조도 분포를 얻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도

광판 패턴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광판 내부

의 광의 세기는 광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감소하게 되며, 광

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도광판 패턴의 조밀도를 증가시켜야 

균일한 조도 분포를 얻을 수 있다. 패턴 조밀도는 다양한 종

류의 함수를 사용한 패턴 간격 함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는

데,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수 함수를 사용하여 표현

된 패턴 간격 함수 g를 사용하였다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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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에서 y는 도광판 패턴을 배열할 축 상의 위치를, σ는 

패턴 간격 함수의 간격 상수를 의미한다. A와 B는 최대 패턴 

간격과 최소 패턴 간격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이다.

최대 패턴 간격, 최소 패턴 간격, 패턴 간격 함수의 간격 

상수를 변화시키며 평균 편차와 평균 조도에 대한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다. 평균 편차는 조도 분포의 표준편차와 평균 

조도의 비로 정의된 파라미터이다. Figure 5와 Fig. 6은 각각 

LED용 도광판 최적 설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평균 편차

와 평균 조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5를 살펴보면, 

각 최대 패턴 간격에 대해 평균 편차가 최소가 되는 최소 패

턴 간격과 간격 상수 조합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연구논문》LED와 태양광 하이브리드 광원을 이용한 광생물 반응기용 도광판 설계 및 제작 ― 임현철ㆍ양승진 외 77

(a)

(b)

(c)

(d)

FIG. 6. Average illuminance as a function of minimum spacing 

and pattern interval constant (maximum pattern spacing: (a) 4 

mm, (b) 5 mm, (c) 6 mm, and (d) 7 mm).

6을 통해 최대 패턴 간격이 같을 경우 최소 패턴 간격이 작

을수록 평균 조도 값이 증가함을 발견할 수 있다. 최대 패턴 

간격이 4에서 6 mm 사이의 값을 갖고 있을 때, 거의 동일한 

평균 편차 값과 평균 조도 값을 보였다. 이 중 최대 패턴 간격

이 6 mm일 때 최대 조도 값과 최소 조도 값의 차이인 조도 

변화 폭이 가장 작았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패턴 간격 

6 mm, 최소 패턴 간격 2 mm, 패턴 간격 함수의 간격 상수 30 

mm를 LED용 도광판의 설계 파라미터로 결정하였다.

참고문헌 [13]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태양광에 대한 도광판 

설계를 수행하여 최적의 도광판 패턴을 구하였다. 본 논문의 

최적 설계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한 LED용 도광판 패턴과 참

고문헌 [13]의 태양광용 도광판 패턴을 단순 조합하여 하이

브리드 광원용 도광판 패턴으로 사용하였다. 양 패턴 간의 

혼선(cross talk)으로 인해 도광판 성능의 저하가 우려 되었으

나, 제작 후 측정을 수행한 결과 태양광용, LED용, 하이브리

드 광원용 3가지 도광판 모두 조도 균일도 면에서 비슷한 성

능을 보였다.

III. 도광판 제작 및 특성 측정 결과

3.1. 도광판 제작 및 성능 평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도광판 전용 가공기인 Mirae LNS

의 MR-CA24를 사용하여 도광판을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도

광판의 크기는 테스트용 도광판과 같이 1010 mm × 510 mm 

× 10 mm이었다. LED용 도광판 패턴만을 갖고 있는 LED 

광원용 도광판과 LED용 도광판 패턴과 태양광용 도광판 패턴

을 함께 갖고 하이브리드 광원용 도광판을 각각 제작하였다.

성능 평가를 위해 제작된 도광판을 20 × 10 셀로 나누고 

최외곽의 셀들을 제외한 18 × 8 개의 셀에 대해 조도계를 사

용하여 조도 분포를 측정하였다. 배광 균일도(illuminance distri-

bution uniformity, IDU)는 KS C IEC 61747-6 규격을 준용하

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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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에서 Ei와 Eav는 개별 셀에 대해 측정된 조도 값과 평

균 조도 값을 각각 의미한다. Figure 7은 제작된 LED용 도광

판 사진과 조도 분포 측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 조도, 

조도 표준 편차, 배광 균일도는 각각 2933 lx, 183 lx, 89%이

었다.

광생물반응기 관련 분야에서는 μmol/(m
2
·s) 혹은 μE/(m

2
·s)

의 단위를 갖고 있는 PFD(photon flux density)가 조도 보다 

더 의미있는 물리량으로 사용된다. PFD는 단위면적당 PF 

(photon flux)를 의미하며, PF는 식 (5)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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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a) Photograph and (b) measured illuminance distribution 

for the fabricated LGP for LED source.

(a)      (b)

FIG. 8. (a) Photograph and (b) measured illuminance distribution 

for the fabricated hybrid LGP for LED and sunlight sources.

(a)       (b)

FIG. 9. Measured illuminance distributions of the fabricated hybrid 

LGP using (a) only LEDs and (b) only sunlight for the ligh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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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에서 Φe(λ ), h, c와 λ는 분광복사속, 플랑크 상수, 진

공 중에서의 광속과 파장을 각각 의미한다. PF의 단위는 μmol/s 

혹은 μE/s이다. PFD는 양자 측정기(LI-210 Quantum Sensor, 

LI-COR, Inc.)
[19]

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는데, LED용 도광판

의 경우 평균 PFD는 45 μE/(m
2
·s)이었다.

Figure 8은 제작된 하이브리드 광원용 도광판 사진과 조도 

분포 측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 조도, 조도 표준 편차, 

배광 균일도는 각각 12368 lx, 441 lx, 90%이었다. 측정시 태

양 직사광의 조도는 약 128000 lx이었다. Figure 9(a)와 (b)는 

각각 하이브리드 광원용 도광판에 LED만을 광원으로 사용

한 경우와 태양광만을 광원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조도 분

포 측정결과이다. 평균 조도, 조도 표준 편차, 배광 균일도는 

Fig. 9(a)의 경우, 각각 2908 lx, 225 lx, 89%이었고, Fig. 9(b)

의 경우 각각 8362 lx, 351 lx, 89%이었다. Figure 9(b) 측정

시 태양 직사광의 조도는 약 114000 lx이었다. 두 경우 모두 

타 광원용 도광판 패턴이 없는 경우와 거의 동일한 조도 분

포를 갖고 있으며 약 89%의 배광 균일도를 보이고 있다. 광

원의 주 진행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형성된 도광판 패턴이 

수평 방향으로 형성된 도광판 패턴에 비해 도광판 내부를 진

행하는 광의 배광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광원의 주 진행방향과 수평인 타 광원용 도광판 패턴이 존재

할 경우에도 배광 균일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된다.

3.2. 하이브리드 광원용 도광판을 위한 제어 시스템

날씨 등의 외적 조건과 관련 없이 미세조류 배양을 위한 

최적의 광량을 유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광원용 제어 시스

템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제어 시스템은 광량을 측정할 수 

있는 포토 센서(LT-40S, RIXEN Tech Co.)
[23]

, LED광원의 

사용률(duty cycle)을 제어 할 수 있는 NI-ELVISmx(National 

Instrument)
[24]

, 전원 공급을 위한 SMPS(switch mode power 

supply, 모델명: Mean Well SP-240-30)
[25]

, 측정값 표시 및 

교정을 위한 패널 미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LabVIEW를 사

용하여 전체 제어 시스템을 구동 시켰다.

Figure 10은 하이브리드 광원용 제어 시스템의 신호 흐름

도이다. 포토 센서의 측정값은 패널 미터에 표시 되고, 이어 

LabVIEW 프로그램에서 디지털 및 펄스 신호로 변환되어 

NI-ELVISmx에 전달된다. 변환된 펄스 신호는 SMPS를 통해 

LED를 제어한다. 포토 센서의 측정값이 LabVIEW에 설정된 

PFD 목표값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LED 사용률을 떨어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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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Block diagram of the control system for the hybrid 

LED and sunlight source.

FIG. 11. Experimental results of the output PFD control by 

using the control system for the hybrid LED and sunlight source.

고, PFD 목표값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에는 LED 사용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어가 이루어진다. PFD 측정값은 50 ms 

주기로 모니터링 하였고, 10 s를 주기로 LED 사용률을 제어

하였다.

PFD 목표값을 70 μE/(m
2
·s)으로 설정하고 제어 실험을 수

행하였다. 제어 실험 결과는 Fig. 11과 같다. 제어 시작점 이

전까지 일기 변화에 의해 약 10에서 40 μE/(m
2
·s) 사이의 

PFD 값 변화를 보였다. 제어를 시작한 후 약 20 s 이후부터 

PFD 값이 평균 70 μE/(m
2
·s)을 유지하였으며, 오차범위 약 

±2% 이내에서 제어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2% 이내에

서 출력 제어가 이루어졌으나 가장 단순한 제어법을 사용하

여 10 s 또는 20 s 마다 출력의 변화가 계속 발생하였다. PID 

(Proportional Integral Derivative) 제어와 같은 보다 진보적인 

제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IV. 결    론

미세조류는 빛을 에너지원으로 이산화탄소를 고정화하여 

의약품 및 고급 화장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유

용물질을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원 생산에 활용될 수 있어 최근 매우 큰 주

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세조류 생산용 광생물 반

응기에 적용할 수 있는 LED와 태양광 하이브리드 광원을 이

용한 도광판의 설계 및 제작 결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먼저 측정치를 기초로 LED 광원과 반사 필름에 대한 모델

링을 수행하였다. 테스트용 도광판에 대해 측정된 조도분포

와의 매칭 시뮬레이션을 통해 램버시안 산란체로 모델링된 

도광판 패턴의 모델 파라미터(반사율 R = 80%, 산란체 폭 d 

= 0.18 mm)를 결정하였다. 도광판 설계 파라미터로 도광판 

패턴의 최대 패턴간격, 최소 패턴간격, 지수함수 형태로 주

어진 패턴 간격 함수의 간격 상수를 사용하였다. 이 파라미

터들을 변화시켜가며 광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평균 

편차(조도 표준편차/평균 조도), 평균 조도, 조도 변화 폭의 

관점에서 최적화된 LED용 도광판 패턴을 설계 하였다. 참고

문헌 [13]에 보고된 태양광용 도광판에 설계된 LED용 도광

판 패턴을 중첩하여 가공하였다. LED용 도광판 패턴과 태양

광용 도광판 패턴 간의 혼선에 인한 도광판 성능 저하는 발

생하지 않았는데, 하이브리드형 도광판에 LED만을 광원으

로 사용한 경우와 태양광만을 광원으로 사용한 경우 모두 배

광 균일도는 89%이었다. LED와 태양광을 동시에 광원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배광 균일도는 약 90%정도를 유지하였다.

하이브리드형 도광판의 경우 미세조류를 배양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PFD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 LED의 

출력 광량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제작하였다. 광량 모

니터링을 위해 광센서(LT-40S, RIXEN Tech Co.)를 사용하

였고, LED 광량제어를 위해서는 사용률(duty cycle)변화가 

가능한 SMPS를 사용하였으며, LabVIEW를 이용하여 전체 

제어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도광판의 출력 PFD 목표값을 70 

μE/(m
2
·s)로 설정하였을 경우 오차범위 ±2% 이내에서 제

어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작된 LED와 

태양광 하이브리드 광원을 이용한 광생물 반응기용 도광판

은 클로렐라(Chlorella), 두날리엘라(Dunaliella), 앰피디니움

(Amphidinium) 등 다양한 종류의 미세조류 배양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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