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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융합기술 중의 하나인 가시광 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시제품을 구현하

기 위한 시스템 기술에 대해서 기술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LED기반 VLC 시스템 기술을 송신부로

서 아날로그 LED 드라이브 모듈, 디지털 변조 모듈 및 수신부로 광신호 센싱모듈, 신호복조 모듈로 분류하고 개

별 모듈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시스템에 대해서 소자 및 주요 부품의 특성을 기반으로 제시하고 분석한다. 또한

통신 검증을 위해 VLC 송·수신 시뮬레이터를 설계하여 디밍 조절과 플리커 현상에 대한 부분까지 검증 가능하도

록 개발하였다. 실제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약 0.5m 거리에서 약 12Mbps의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함을 확인하

였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전송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은 가정 내

또는 실내 주차장 등과 같이 실내 측위 또는 조명과 함께 다양한 융합 데이터 서비스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Development of Visible Light Communication (VLC) System Technology

Based on High Brightness LED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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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design and develop a VLC test-bed system which has been recently issued and focused

as good convergence technology in the world. We classify the developed system into transmission part

including analog LED driver module, digital signal modulation module, and receiver part with light sensing

module and signal demodulation module. Then we introduce important characteristics and components. We

analyze some factors for each module. To validate the communication of the designed VLC system, we

develop a VLC sender-receiver simulator which can control the dimming factor and flicker-free effect. From

the developed system, we observed about 12Mbps of data transmission rate with 0.5m~1m of distance,

without packet loss. We verified the real-time communication with multimedia streaming which can be

considered as very high date rate. The developed system and technology will be useful for some converged

data services like indoor positing, home appliances, and indoor par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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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의 고효율 조명 기술의 발전으로 LED 조명의

보급 확대와 가시광통신 기능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융합조명의 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상

황이다. 조명 환경과 무선통신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

는 LED 융합조명 기술은 LED 조명 광원에서 발산되

는 빛을 이용하여 본질적인 조명 환경을 제공함과 동

시에 무선으로 디지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서 LED 조명 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고, 이를 기반으

로 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융

합산업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1]-[3]. 그림 1은 통신과

조명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 가능한 LED 융합 조명의

개념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 조명 환경과 무선통신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LED 융합조명 개념도

Fig. 1. A converged LED light system concept

diagram)

이러한 LED 융합조명 기술은 무선통신 기능을

LED 조명에 융합할 때 훼손될 수 있는 LED 조명의

장점들 (밝기 제어 기능, 색상 제어 기능 등의 디지

털 조명 환경)을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무선통신 융합

LED 조명 산업화의 기술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산업

화를 촉진할 수 있는 대표적 고부가가치 기술이다

[4]. 이러한 융합 조명 기술은 그린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123대 전략제품

자연친화 디자인 기반 지능형 융복합 조명 시스템과

같이 에너지 절감, IT 디지털 제어에 의한 전광판,

LED TV 등 LED를 이용한 디지털 융합 조명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은 VLCC (VLC 컨소시엄), 독일 지멘스, 미국

인텔, RPI 대학, 보스톤 대학, 캘리포니아 9개 대학 등

연구 개발 투자가 2010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

다. 국내외적으로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LED조

명의 장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조명 디밍 기능, 밝기

보장, 플리커링 없는 조명통신 융합기술 개발로 부가

가치 조명 시장(VLC-LED 조명을 활용한 대형마트,

전시장, 공장 등) 창출 및 LED조명 보급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5].

그림 2에서 보여 주듯이 VLC-LED 기술은 LED

조명 발광/구동블록 제어와 VLC 드라이빙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모듈레이션 융합 기술이 필요하며,

융합 모듈레이션이 없으면, 조명 디밍과 무선통신을

동시에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 중요도가 매우

높다. 가시광 무선통신(VLC)은 380nm에서 780nm에

이르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이용하여 통신을 하는

기술로서 LED 조명 발광/구동블록은 LED패키지의

안정적인 전압과 전류를 제공하는 블록으로 고전압(H

igh voltage)이 인가되는 블록으로 고주파 발생에 따

른 전자파 발생이 가능한 블록으로 구성 된다 [6], [7].

유럽은 2008년 1월 OMEGA 프로젝트를 설립, 유

럽연합의 산업계와 과학계로부터 20개 유럽 국가의

컨소시엄 구성하였다. OMEGA 프로젝트의 목표는

새로운 가정용 배선을 설치하지 않고 1Gbit/s에서 동

작하는 초광대역 홈네트워크망을 구성하기 위한 유렵

표준을 개발 중에 있다 [8].

2011년 2월 미국 DOE (에너지청)의 발표에 따르

면, LED패키지의 130 lm/W (cool), 93 lm/W(warm)

가 일반화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LED 패키지 가격도

$11/klm(cool), $21/klm(warm)의 수준으로 상용화되

었음이 보고되고 있다. 실제 90~100lm/W의 고출력

LED패키지의 저가 상용화는 LED조명의 본격적인

시장창출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은 2010년에

LED조명 상품의 인증인 Lighting Facts 취득 제품이

2000개로 증가되고 있다 [9]. 최근 연구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VLC 기술이 제시되고 있다. 특

히 실내 위치정보 측정을 위하여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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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VLC-LED 조명 통합모듈 시스템 개요

Fig. 2. System for a integrated VLC-LED module)

NEC와 시미즈 건설에서는 조명용 LED와 교통 신

호등을 이용하여 광Tag-ID를 4.8 Kbps로 전송하여

상품 정보, 음식점 메뉴 정보, 보행자 위치 인식 및 네

비게이션 정보를 전달하는 기법을 구현하였다 [12]. 2

007년 중반부터 LED 가로등 및 가시광 통신과 융합

한 지능형 가로등의 연구를 시작하였고, 2009년부터는

LED 감성 조명 제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 연구

개발을 진행 하고 있다 [13]. 또한 최근에 ETRI에서

는 LED의 Dimming control을 이용해 조명에도 손실

이 가지 않는 VPM(Variable PPM) 및 R-RZ(Reverse

Return to Zero) 모듈레이션 기법을 제시하였다 [14],

[15].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대부분의 기술은 매우 근

거리이거나 또는 수백 Kbps정도의 저속의 데이터 전

송속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상황 속에서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융합조명 기술인 LED기반의

수십 Mbps 전송속도를 가지는 고속 가시광 통신 기

술을 소개하고 실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 기술의 다양한 특성과 구

조를 소개하고자 한다.

2. LED 기반 VLC 시스템 기술 개발

그림 2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송신부와 수신

부로 구성되며, 송신 측은 고효율 LED를 활용하여 스

위칭을 통해 신호를 생성하여 보내고 수신부에서 pho

to 다이오드를 설치하여 빛을 펄스형태로 측정하여

메시지를 획득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VLC 시스템

은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개발된 VLC 시스템 구성도

Fig. 3. An overview of the developed VLC system)

2.1 VLC 송신모듈 설계

FPGA VLC 송신 모듈에서 전달되는 VLC 가시광

데이터는 SMA 케이블을 통하여 VLC 송신모듈을 거

쳐 LED DRIVE 모듈에 전달된다. VLC 가시광 데이

터는 무선가시광통신 프로토콜에 맞춰 전송되어 신호

레벨은 0~+3.3V 범위이다.

LED 드라이브 모듈에서 가시광으로 변환되어 전

달되는 VLC 데이터는 PHOTODIODE DRIVE MOD

ULE의 PHOTODIODE에 전달되어 광신호가 전류신

호로 감지되고 CURRENT-TO-VOLTAGE CONVE

RTER 회로에서 전압신호로 변환된다.

전압신호로 변환된 VLC 광 데이터는 증폭회로와 I

NVERTER 회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0~+3.3V 펄스

신호로 변환되어 FPGA VLC 수신 모듈로 전달된다.

무선 가시광통신의 양방향 통신을 위하여 IrDA 송수

신 모듈을 설치한다. IrDA 송신모듈은 VLC 통신 수

신모듈과 같은 위치에 설치되고, IrDA 수신모듈은 V

LC 통신 송신모듈과 같은 위치에 오도록 설계한다.

고속의 광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고성능의 칩들

을 사용한다. 고성능 IC들은 주위 여건에 의해 쉽게

발산하는 특징이 있어서 전원 공급 회로를 특별히 주

의해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송신모듈 제어장치에서는 송신모듈에 필요한 구동

전압의 조정과 입력신호의 전압레벨 조정 및 기타 전

송 데이터의 처리를 수행한다. 송신모듈 구동장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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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송신모듈 제어장치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LED 조

명 및 통신광원을 통하여 가시광으로 전달되도록 하

는 역할을 한다. LED 광원에서 필요한 전압과 안정을

위한 안정화 루프를 제공한다. 10MHz 이상의 고주파

를 전송할 경우에는 송신모듈 구동장치 내의 아날로

그 회로 칩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범용 IC를

사용할 수 없다. 범용 IC의 경우에는 고주파 성능을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고전력 LED를 구동하기 위해

서는 방열 구조를 적절하게 설계하는 것이 매우 필요

하다.

송신용 LED 조명은 약 15W 전력을 소모한다. 육

안으로 보기에는 눈이 피로할 정도의 밝은 빛을 발산

하여 일반적으로 Collimator Lens를 씌워서 조명으로

사용한다. 송신모듈은 전원공급과 LED 통신을 위한

구동모듈 부분과 LED 조명과 방열판 구조로 이루어

진 조명모듈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동모듈 부분

에서는 기존의 파워 서플라이(Power Supply)를 통해

공급하던 전원회로와 VLC 통신을 위한 LED 구동회

로를 포함하고 있다.

전원회로에서는 220V 전원으로부터 LED 구동에

필요한 +24V DC 전압과 LED 구동회로에 필요한 +5

V 전원을 공급한다. LED 구동회로에서는 SMA 커넥

터를 통하여 전송되는 VLC 신호의 전압레벨을 높여

주고, LED 구동 시 목표로 했던 구동전류 500mA를

회로에 공급한다.

2.2 VLC 수신모듈 설계

수신모듈에서는 실제 빛으로 전송되는 고속 펄스

데이터를 photo LED를 통하여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 정밀 가공된 광렌즈를 활용

하여 빛으로 전송되는 펄스의 형태를 가장 잘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당연히 6Mbps의 데이터율

을 지원하여 수신할 수 있는 고효율의 photo 다이오

드를 채택하였다.

2.3 VLC 송·수신 시뮬레이터 설계

송·수신시뮬레이터에서는 VLC 송신모듈에서 전송

되는 신호인 VPPM신호를 생성하고 빛의 디밍을 제

어한다. 디밍은 LED의 평균 밝기를 통신을 하는 도중

에도 원하는 밝기로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

며, 플리커(flicker)는 깜박임을 의미한다.

(그림 4. VLC VPPM 신호생성

Fig. 4. VLC VPPM signal generation)

그림 4와 같이 펄스의 폭을 변화시킴으로써 광원의

밝기를 조절하는 변조 방법으로 현재의 LED조명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Variable-PPM 변조

시뮬레이션은 IEEE 802.12.7 기반 4B6B 코드 방식으

로 규현하였으며, VLC를 통해 전송받은 데이터를 VP

PM 변조방식을 사용하여 IEEE 802.15.7 기반 4B6B

코드를 적용하여 그래프로 출력한다.

(그림 5. VPPM 변/복조 시뮬레이터 흐름도

Fig 5. VPPM modulation/demodulation flowchart

simulator)

그림 5는 VPPM 변/복조 시뮬레이터 흐름도 이다.

서버 부분과 클라이언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버는 송신모듈을 나타내고, 클라이언트는 수신모듈

을 나타낸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TCP/IP 통신을 통

해 데이터를 송/수신 하고 있다. 실제 광원으로 전송

되는 부분을 TCP/IP로 설계되었고 서버에서 특정 데

이터를 비트스트림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변

환된 데이터를 VPPM신호로 변조 작업을 진행한다.

클라이언트는 수신된 데이터를 VPPM복조 작업을 통

해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수신하게 된다. 하나의 공간

을 가정한 곳에서 LED의 거리를 650mm 로 가정하고

조명 분포 및 광 전력 분포, 반사의 효과를 반영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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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확인한다.

그림 6은 VPPM 변/복조 시뮬레이터를 나타낸다.

입력 신호는 가장 위에 나타나며 4B6B VPPM신호로

변조된 신호를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VLC-LE

D 조명의 30~70% 밝기에 대한 디밍 시뮬레이션이 가

능하며 설정을 통하여 광원의 밝기와 하드웨어의 성

능에 다양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3. 개발 시스템 및 성능 분석

(그림 6. VPPM 변/복조 시뮬레이터

Fig 6. VPPM modulation/demodulation simulator)

3.1 개발 시스템

(그림 7. 개발된 VLC 시스템 예

Fig. 7. An example of the developed VLC

system (actual image)

그림 7은 실제 개발된 LED 기반 VLC 시스템을

보여 주고 있다.. 제작한 LED 조명 및 무선광통신 테

스트베드 시제품에서는 LED 조명과 수신 광렌즈까지

거리를 0.5m로 설정하였다. 송수신 모듈에 전원공급

을 위한 전원 시스템을 시제품의 케이스 안쪽에 배치

하여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LED

DRIVER MODULE 보드와 PHOTODIODE DRIVE

MODULE 보드 또한 케이스 내부에 장착하여 깔끔하

게 정리하였다.

LED 조명 및 무선광통신 테스트베드 시제품의 외

부에는 각종 데이터 전송과 전원 공급에 필요한 소켓

과 커텍터 및 동작 스위치를 설치하여 외부 터미널을

통하여 동작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LED 조명 DRIVE MODULE과 PHOTODIODE D

RIVE MODULE의 전원을 분리하여 공급할 수 있도

록 하여 추후 분리되어 동작되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전체적인 시제품의 외관 크기는 가로 500mm, 세로 4

00mm, 높이 650mm이다. 또한 IrDA 송수신 통신 실

험을 위하여 LDM (LED DRIVE MODULE) 모듈과

PDM (PHOTODIODE DRIVE MODULE) 모듈에 각

각 IrDA 수신모듈과 IrDA 송신모듈을 설치하였다.

그림 8은 실제 개발된 LED 조명과 IrDA 수신모듈

의 설치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LED 조명은 시제품

케이스의 위판에 고정되도록 설치하였으며, IrDA 모

듈은 VLC 가시광통신에서의 가시광의 영향을 덜 받

게 하기 위하여 약간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였다. IRD

AT에서의 데이터는 SMA 커넥터를 사용하여 LDM

(LED DRIVE MODULE) 모듈에 연결되도록 하였다.

그림 9에서는 제작한 LED조명 및 무선광통신 테스

트베드 시제품에서의 PDM 모듈의 실장 형태를 나타

내었다. Switch-Mode Power Supplies (SMPS) 전원

과 자체의 VOLTAGE REGULATOR를 거쳐서 ±5V

전원과 PHOTODIODE에 인가하기 위한 +12V 전원

이 연결된다. PHOTODIODE를 통하여 수신된 광데이

터는 전류 값으로 감지되어 이후 CURRENT-TO-V

OLTAGE 변환회로와 증폭회로, 구형파 변환회로 등

을 거쳐서 SMA 케이블을 통하여 케이스의 PANEL

에 설치되어 있는 DATA OUT 출력 포트로 전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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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LED 조명 및 무선 가시광 통신용 아날로그

신호 송신모듈

Fig. 8. Analog signal sending module for LED light

and visible light communication)

(그림 9. LED 조명 및 무선 가시광 통신용 아날로그

신호 송신모듈의 실장 형태

Fig. 9. Actual image of analog signal sending

module for LED light and visible light

communication)

그림 10에서는 PDM 모듈과 같이 설치되어 있는 Ir

DA 송신모듈을 나타내고 있다. PC나 제어기로부터

전달되는 명령 신호는 IrDA 송신모듈에 설치되어 있

는 RS232 시리얼 통신 칩을 통하여 TTL 레벨의 신

호로 변환되고 IrDA 구동 모듈에 인가된다. IrDA 구

동모듈에 인가된 신호는 IrDA 송신 센서에 의해 IR

(INFRA RED) 광신호로 변환되어 수신 모듈로 전달

된다. 전체적인 통일성과 신호전달의 안전성을 위하여

SMA 케이블을 사용하여 신호를 전송한다.

그림 11, 그림 12, 그리고 그림 13은 본 연구에서

제작한 LED조명 및 무선광통신 테스트베드 시제품의

송수신 모듈을 통하여 실험한 신호측정 장면을 오실

로스코프 화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IrDA 송신모듈

Fig. 10. Signal sending module with IrDA)

3.2 성능 및 결과

(그림 11. LED조명 및 무선광통신 테스트베드

시제품 송수신 테스트 (4Mhz)

Fig. 11. Test result on the developed VLC-LED

test-bed system (4Mhz))

(그림 12. LED조명 및 무선광통신 테스트베드 시제품

송수신 테스트 (9MHz)

Fig. 12. Test result on the developed VLC-LED

test-bed system (9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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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LED조명 및 무선광통신 테스트베드

시제품 송수신 테스트 (12MHz)

Fig. 13. Test result on the developed

VLC-LED test-bed system (12Mhz))

실험에 사용된 분석장비는 Tetronix 社의

TDS2022 모델(200MHz, 2Gs/s)이다. Function

Generator에서 구형파를 출력하고, 주파수의 범위를

1MHz에서 점차 높여 가면서 실험한 결과를 보인다.

낮은 주파수에서는 신호의 흔들림이나 왜곡이 매우

작으면서도 잘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

파수가 점차 높아지면서 전송되는 데이터 신호에 대

한 가시광의 세기가 감소하면서 전달된 신호에서 왜

곡과 하모닉스 에 의한 신호 흔들림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데이터

전송률에도 상당히 펄스 신호가 유지되면서 전송됨을

알 수 있다.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대부분의 기술은

매우 근거리이거나 또는 수백 Kbps정도의 저속의 데

이터 전송속도를 보였으나 [11],[12], 본 논문에서 개

발된 시스템은 0.5m의 거리에서 16Mbps의 고속데이

터 전송 성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실험을 통해 거리 1m 내외에

서는 신호 파형의 왜곡이 거의 없었으나 전체적으로

신호의 강도가 조금 약해짐을 관측할 수 있었다. 이

를 토대로 더 높은 데이율에서 다양한 상황을 분석하

여 추후 40Mbps 속도로 올리기 위한 다양한 기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 전기적 무선신호에 비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명이라는 특

성 때문에 특히 눈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도 좀 더 심층적인 실험을 통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융합기술의 한 분야인 조명을

이용한 무선통신 기술인 LED-VLC 무선통신 시스템

을 개발하고 송수신 플랫폼의 구조 및 모듈별 기술을

제안하였다. VLC 통신시스템의 송신부로서 아날로그

LED 드라이브 모듈, 디지털 변조 모듈 및 수신부는

광신호 센싱모듈, 신호복조 모듈로 분류하고 개별 모

듈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시스템에 대해서 소자 및

주요 부품의 특성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통신 검증을 위한 VLC 통신 소프트웨어 시뮬

레이터를 개발하여 실제 디밍 조절까지 가능하도록

검증하였으며, 개발된 시스템을 통한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데이터 패킷의 손실 없이 기존의 6Mbps 속도

이상인 약 12Mbps 데이터 전송률을 보였으며 신호의

왜곡정도도 매우 적음을 확인하였다. 통신 거리는 약

0.5m~1m정도로 이 후 개선된 개발 시스템에서는 실

내조명으로 역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 1.5m까지

통신이 가능하도록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가정 내 또는 실내 주차장 등과 같이 실내 측위 또는

조명과 함께 다양한 융합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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