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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과 선형 프레넬 렌즈를 이용한 광생물반응기용
도광판 설계 및 제작

Design and Fabrication of Light Guiding Plate for Photobioreactor
by Using Sunlight and Linear Fresnel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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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화석연료 고갈에 의한 전세계적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미세조류 대량 생산에 사용되는 광생물반응기를 

위한 도광판의 설계 및 제작에 대한 것이다. 특히, 

태양광과 선형프레넬 렌즈를 이용한 태양광용 도

광판에 대해 보고한다.

2. 도광판 설계

도광판은 크게 광원, 반사필름, 도광판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명광학계 설계를 

위해 사용되는 광학 설계 툴인 LightTools(Optical 

Research Associates, USA)를 사용하여 각 구성 요소

를 모델링하였고, 균일한 배광균일도 달성을 위한 

도광판 패턴 위치 결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3. 도광판 제작

태양광의 선형 집속을 위해 초점거리가 200 mm

이고 크기가 200 mm × 500 mm인 선형 프레넬 

렌즈를 사용하였고,  반사필름으로는 SK사의 제품

(모델명: SY 64 ~ 70)을 사용하였다. 제작된 도광판

의 크기는 500 mm × 600 mm × 10 mm이었다. 

4. 결론

선형 프레넬 렌즈와 도광판을 사용하여 광생물

반응기를 위한 매우 우수한 배광 균일도를 갖는 

조명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였다. 클로렐라, 두날리

엘라 등의 미세조류 대량배양에 활용할 예정이다.

Fig. 1 LightTools simulation layout of a light guiding 
plate for photobioreactor by using sunlight and 
linear Fresnel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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