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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판을 이용한 광생물반응기용 조명시스템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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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광판은 액정 디스플레이를 위한 조명 시스템

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LED(Light Emitting 

Diode), CCFL(Cold Cathode Fluoresent Lamp) 등의 

점 또는 선형광원을 균일한 면광원으로 효율적으

로 변환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도광판을 이용한 광생물반응기용 조명시스템 

설계 및 제작에 대해 보고한다.

2. 조명시스템  설계 및 제작

본 연구에서는 조명광학 설계 소프트웨어인 

LightTools(Optical Research Associates, USA)를 사

용하여 도광판의 구성 요소인 광원, 반사필름, 도광

판 패턴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광학 시뮬레

이션을 통해 고효율 조명시스템을 설계하였다.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였으며,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가공을 통해 도광판을 제작하였

다.

3. 특성 측정

광생물반응기를 위한 도광판의 가장 중요한 광

학 특성은 평균 PFD(Photon Flux Density)와 PFD 

균일도이다. 설계, 제작된 조명시스템의 평균 조도

와 조도 균일도 및 PFD와 PFD 균일도를 측정하였

다. 평균 조도와 평균 PFD와의 이론적 관계식을 

이용하여 두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서로 잘 일치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도광판을 이용하여 광생물반응기용 조명시스

템을 설계, 제작하였다. 향후, 미세조류 대량배양을 

위한 평판형 광생물반응기의 조명시스템으로 활

용할 예정이다.

Fig. 1 Photograph of the fabricated light guiding plate 
as an illumination system for photobio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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