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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최근 부족한 전파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시광 통신을 이용하여 실내에서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전송 방안을 제시한다. 건물내의 조명들을 가시광 모뎀으로 이용하고, 조명들이 연결된 전력선을 통신 선로로 
이용한 전력선 통신을 이용하여 건물 내 통신망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시광 통신을 이용한 건물 내에서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전송 방법은 일반 건물 내에서의 멀티미디어컨텐츠 전송 및 전자기파 등의 사용이 제한되는 병원 내에서의 진단 
영상정보 등의 전송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최근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생산 및 소비가 증대되고 
있으며 고화질화에 따라 더욱 넓은 대역폭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멀티미디어는 엔터테인먼트, 정보, 교육 분야뿐 
아니라 병원에서 진단을 위해 이용되는 X-Ray CT 등의 
영상정보 등에도 적용된다. 가시광통신의 이용은 부족해지는 
전파자원의 대체 목적이 있으며, 전자기파에 민감한 
의료장비들에 간섭을 피하기 위해 무선통신 사용이 제한되는 
병원에서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1]  

본 논문은 가시광통신기술을 이용한 건물 내 멀티미디어 
전송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절 서론에 이어서 2 절에서는 가시광통신기술 및 
가시광통신과 함께 이용할 전력선 통신기술의 적용 가능성, 
3 절에서는 가시광통신기술을 적용한 건물 내 멀티미디어 
컨텐츠 전송 시스템 구성 및 서비스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4 
절에서는 연구의 결론 및 향후 추가 연구 사항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족해지는 전파자원을 대체하여 건물 
내에서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전송에 가시광통신을 이용하고 
전자기파 등의 사용이 제한되는 병원 내에서의 진단 영상정보 
등의 전송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가시광 통신과 전력선 통신의 적용 가능성 
  

가시광 통신은 2004 년 LED 와 포토 다이오드를 이용한 
최초의 고속 통신 시연이 이루어진 이후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 전화들이 가시광통신 수신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LCD 화면과 기타 디스플레이 요소들은 송신기로의 사용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가시광 통신은 광대역 통신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표준의 실내 조명 레벨에서 초당 수 비트에서 10 
Gb 이상의 데이터 통신 속도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광대역 
통신을 위한 추가 스펙트럼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어 무선 
주파수 (RF) 스펙트럼 대역의 혼잡을 완화 할 수 있는 
잠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가시광 통신은 크게 이미지 센서 통신 (ISC : Image 
Sensor Communication), 저속 포토 다이오드 통신 (LR-
PC : Low Rate Photodiode Communication) 및 고속 포토 
다이오드 통신 (HR-PC : High Rate Photodiode 
Communication)의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6]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전송에는 고속 데이터 전송방식의 
적용이 바람직하여, 여러 가지의 가시광 통신 방식들 
중에서도 고속전송이 가능한 고속 포토 다이오드 통신방식의  
적용이 바람직하다. [3] [4] 

한편 통상 대부분의 건물들에는 조명 및 전기기기의 
사용을 위해 전력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용 통신선 대신에 
이런 전력선들을 통신선로로 이용(PLC ; Power Line 
Communication)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왔다.[5] 최근에는 수백 MBPS 이상의 전송속도를 
갖는 전력선 통신 인터넷모뎀의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이다.[6]  

 

3. 가시광 통신을 이용한 건물 내 멀티미디어 
전송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는 가시광 통신 방식을 적용한 건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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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컨텐츠 전송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고속의 
포토다이오드를 내장한 전등을 가시광통신기 용 모뎀으로 
이용한다. 또한 각 모뎀들은 전력선에 연결이 되어 있어 해당 
전력선들을 통신선로로 이용하기 위한 전력선 통신 모뎀을 
해당 가시광 통신 모뎀과 연결한다. 가시광통신 모뎀과 연결된 
각 전등들은 해당 전등들과 송수신이 가능한 가시광통신 
디바이스들과 가시광 통신을 하며, 영화, 음악 및 진단용 
영상자료들의 전송을 한다. [그림 1]은 가시광 통신을 이용한 
건물 내 멀티미디어 컨텐츠 전송 시스템의 구성 예를 보여준다.  

 

 

[그림 1] 가시광통신을 이용한 건물 내 멀티미디어 
전송시스템 구성 예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무선통신방식이 아닌 가시광 통신 
방식을 이용한 건물 내 멀티미디어 전송 시스템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시광 통신은 기존의 무선전파통신 
대역을 사용하지 않아 면허를 요구하지 않으며, 전자기파 
장해도 유발하지 않는 여러 장점이 있으나 통신거리가 
무선통신에 비해 짧아 이용의 제약이 있어 향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족해지는 전파자원을 대체하여 건물 
내에서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전송에 가시광통신을 이용하고 
전자기파 등의 사용이 제한되는 병원 내에서의 진단 영상정보 
등의 전송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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