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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rder to apply VLC (visible light communication) in harsh environment of nuclear power plant 

in-containment building, the high luminance LEDs, which are key components of the VLC system, have been gamma 

irradiated at the dose rate of 4 kGy/h during 72 hours up to a total dose of 288 kGy. The radiation induced coloration 

effect in the high luminance LED bulb made of acryl or plastic material was observed. In the VLC wireless data 

transmission experiment using the high luminance LEDs irradiated by high dose rate gamma-ray, the radiation induced 

coloration effect of the high luminance LED bulb extended the communication distance compared to non-irradiated L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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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병원, 우주선, 원자로 건물 내부와 같이 자기 의 향

을 받는 환경에서는 무선 통신의 사용이 제한된다. 재 원

자로 건물 내부의 안 계통 기기  설비의 감시, 제어용 센

서체계는 유선(실배선)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를 무선 센서

체계로 구축하기 한 타당성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1][2]. 

무선통신 기술의 격한 발 에도 불구하고 무선 센서/통신

망 체계가 원자력발 소에 용되지 못하고 있다. 원자로 건

물 내부에 무선통신이 용되기 해서는 첫째 무선단말의 

자 가 원자로 건물 내부에 있는 원  안 계통 기기  

설비의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는 안 계통 

기기  설비의 오동작을 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계 강도를 가지면서 고 신뢰도 통신을 보증할 수 있는 무선

통신에 한 검증기술/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무선 통신의 

안 성  고신뢰도에 한 검증기술/체계의 구축  이를 

규정하는 표 , 지침 개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따라

서 20～30 년 후에 건설 정인 GEN IV 등의 제 4 세  

원 에 무선통신기술이 채택될 것으로 측하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원자로 건물 내부의 센서/통신망 체계로 가시  

통신(VLC, visible light communication) 을 검토한다. 가시

 통신은 육안으로 측되는 가시 을 사용한 무선 통신기

술이다. LED 의 고속응답  변조특성을 이용하여 정보를 

LED 변조 빛에 실어 보내고 포토다이오드 는 CMOS 

상센서로 LED 의 고속 변조 빛을 검출하여 정보를 복원한

다[3][4][5]. 가시 은 사람이나 자기기에 한 자  

향이 없으며 자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시 은 

원자로 건물 내부의 안 계통 기기  설비에 한 자  

간섭을 야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  기기  설비에 용

하는 규격인 MIL-STD-461C/MIL-STD-462 요건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무선 자 에 비해 장이 아주 짧기 때문에 

LOS(line-of-sight)통신이 가능하다. VLC LED 통신소자는 

GaAs(P) 계열의 III-V족 반도체로 제조되기 때문에 고속 

변조 신호에 의해 구동이 가능하므로 역 정보를 송할 

수 있다. 송 매체가 육안으로 측되는 가시  선로이므로 

송/수신용 집  학계 구성에 의해 송선로를 용이하게 

구축/확인할 수 있다. VLC 공간 송 체계가 원자로건물 

내부의 센서/통신망에 용되기 해서는 VLC 통신시스템

의 소자가 설계기 사고(DBA, design basis accident) 요건

의 고선량 감마선 피폭 환경에서 생존성이 보증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VLC 통신 시스템의 송신부에 해당하는 고휘

도 LED 에 해 DBA 요건에 해당하는 4 kGy/h의 선량율

로 감마선을 72 시간 조사하 다. 원자로 건물 내부에 설치

되는 안 계통 기기의 주요 부품은 IEEE 383-1974 의 

Class 1E 기기의 품질 보증요건을 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품질보증요건에서 정의하는 10 년의 정상 동작요건을 고려

하여 피폭선량(TID, total irradiation dose) 기 으로 

288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 실험을 수행하 다. 피폭

선량(TID, total irradiation dose) 기 으로 288 kGy 이상의 

감마선을 조사한 결과 고휘도 LED 구에서 착색

(browning effect) 상이 발견되었다. 고선량 감마선에 피

폭된 고휘도 LED를 이용하여 VLC 통신시스템의 송신부를 

구성하여 115.2 kbps 의 RS-232C 데이터 송실험을 수행

하 으며 그 결과를 기술한다. 그리고 감마선 조사 의 고휘

도 LED 와 고선량 감마선 조사후의 고휘도 LED 의 통신거

리를 비교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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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선량 감마선 조사 실험

  감마선 조사 실험은 1㎡ 크기의 Co-60 고선량 감마선 선

원을 사용하여 온라인/오 라인으로 수행하 다. 온라인 조

사에서는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휘도 power LED의 

고선량 감마선 조사에 따른 조도를 온라인으로 측정하 다. 

고휘도 LED 소자들에 한 오 라인 조사는 Class 1E 기기

의 품질보증요건(DBA, TID)요건으로 고선량 감마선을 조사

하 다. 오 라인 평가에서 고휘도 LED 소자의 문턱 압과 

구동 류에 따른 조도변화를 측정하 다[6].

그림 1 감마선 조사 실험 구성도

Fig. 1 Experimental setup for gamma ray irradiation

그림 2는 감마선 조사시설에 설치한 LED 의 온라인  

오 라인 실험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에서 온라인 평

가는 4kGy/h의 선량율로 감마선을 2시간 조사하 으며 오

라인 평가는 4kGy/h의 선량율로 72시간 조사하 다.

그림 2  백색 power LED 의 감마선 조사실험

Fig. 2 Gamma ray irradiation experiment for white power 

LED

  고휘도 power LED는 높은 구동 류 (max. 1.4A)와 p/n 

합면의 합 온도   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해 방열  

 팬을 부착하 다. 

그림 3 고휘도 LED (직경 10㎜) 의 고선량 감마선조사

Fig. 3 High dose-rate gamma ray irradiation for high 

luminance LED (dia. 10㎜)

 

그림 4  감마선 조사후의 고휘도 power LED 외

Fig. 4 High luminance power LED after gamma ray 

irradiation

  그림 3은 피폭선량 기 으로 288 kGy 감마선 조사후

의 10㎜ 직경의 고휘도 LED 외 을 나타낸다. 그림 3에서 

좌측 그림은 감마선 조사 의 모습이고 우측 그림은 288 

kGy 조사후의 고휘도 LED 구의 모습이다. 라스틱 는 

아크릴 재질의 LED 구가 갈색으로 착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직경의 고휘도 LED 의 문턱 압을 측정한 

결과 감마선 조사 후의 값이 동일하 다. 그림 4는 고휘도 

power LED 의 감마선 조사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4의 고

휘도 power LED 의 구(하우징)는 발  시 내부에서 발생

되는 고열에 견디기 해 열특성이 우수한 실리카 진

(resin)으로 제조한다[7].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고휘도 

power LED 의 반사 은 착색 상이 측되었다. 고휘도 

power LED 의 실리카 진 구에서는 유리(glass), 라스

틱  아크릴 재질에서 나타나는 고선량 감마선 조사에 따

른 착색을 육안으로 측할 수 없었다. 그림 4의 좌측 그림

에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에폭시 재질의 기 이 고선량 감

마선 조사에 의해 갈색으로 착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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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시  무선 데이터 송 실험

가시  무선 데이타 송 실험을 해서 그림 5와 같이 

실험장치를 구성하 다. PC에서 임의의 정 를 발생시켜 

이를 RS-232C 인터페이스를 통해 LED 구동회로에 송한

다. LED 구동회로는 PC에서 송된 RS-232C 데이터를 

으로 변조하여 공간에 방사한다. 공간에 방사된 빛을 PD 로 

검출하여 증폭하여 이를 오실로스코우 로 계측한다. LED 

구동부와 PD 검출 모듈을 동일 축상에서 이동시키기 해 

선형 가이드(linear guide) 를 사용하 다. 오실로스코우 로 

송/수신 형을 비교하여 최 거리의 통신 조건을 구하 다. 

최  통신 가능거리를 구한 후 PC 에서 데이터를 송신하고 

VLC 송/수신모듈을 통한 loopback 데이터를 PC에서 수신

하여 송에러를 측정하 다. 그림 6에 PD 소자의 감도(양

자효율) 특성을 나타낸다[8]. PD 는 가시  역보다 외선 

역에서 높은 감도를 갖는다. 그림 7에는 가시  무선 데이

터 송실험 장면을 나타낸다. 그림 7에서 감마선 조사   

조사후의 LED 소자를 교체하여 가시  무선 데이터 송거

리를 측정하 다. LED 소자의 동작 류는 최 치로 설정하

다.   

그림 5  가시  무선 데이터 송 실험 구성도

Fig. 5 Experimental setup for VLC wireless data 

transmission. 

그림 6  PD의 양자효율 (수  감도)

Fig. 6  Quantum efficiency of PD

그림 7  고휘도 LED를 이용한 가시  무선 데이터 송실험

Fig. 7 Experiment for VLC wireless data transmission using 

high luminance LED.

4 . 결과  고찰

직경이 5㎜, 8㎜, 10㎜ 를 갖는 3 종류의 고휘도 LED 와 

직경이 12㎜ 인 고휘도 power LED 들을 평가하 다. 3 종

류의 고휘도 LED 는 그림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일한 

LED 구동회로와 VLC 수신회로를 이용하여 감마선 조사

의 LED 와 감마선 조사로 인해 착색된 고휘도 LED 의 데

이터 송특성을 각각 실험하 으며 송에러를 카운트하

다. 송 거리를 평가한 결과 고선량 감마선조사로 인해 

구가 착색된 고휘도 LED 가 감마선 조사 의 LED에 비해 

송 특성이 우수하 다. LED 와 PD 사이의 축 상의 정

렬(align)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송거리는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고휘도 power LED 의 경우 높은 구동 류와 합

온도의 높은 열특성 때문에 별도의 구동회로를 제작하여 실

험하 으며 VLC 수신회로는 동일한 회로를 사용하 다. 실

험 결과를 표 1에 나타낸다. 이는 감마선조사에 의한 고휘도 

LED 구의 착색(갈색) 이 그림 6에 나타낸 PD 의 수  감

도(양자효율)가 높은 장 로 고휘도 LED 의 발 장을 

천이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색～ 외선 장 역

이 다른 가시  장 에 비해 PD 의 양자효율이 높기 때

문에 송거리도 개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ED 직경  장

송거리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후

(TID, 288kGy)

5 ㎜ (백색) 320㎜ 410㎜

8 ㎜ (백색) 280㎜ 270㎜

10 ㎜ ( 색) 450㎜ 570㎜

12 ㎜ (백색)

(power LED)
≥ 1,000 ㎜

표 1 고휘도 백색 LED의 VLC 송 특성

Table 1 VLC data transmission of high luminance LEDs

고휘도 LED 의 송거리 특성이 고선량 감마선 조사후에 

개선됨을 규명하기 해 고휘도 LED 의 발  패턴을 CCD 

카메라로 측하 다. 이를 표 2와 그림 8에 나타낸다. 표 2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이 감마선 조사후의 고휘도 LED 

의 빔 특성(발  패턴)이 개선되었다. 그림 8은 원 상의 

측성능을 개선하기 해 히스토그램 평활화(his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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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ization) 처리를 하 다. 상의 직경이 10㎜ 인 고휘도 

색 LED 의 경우 감마선 조사 에는 발  패턴이 2개의 

환형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288 kGy 의 고선량 감마선 조

사 후에는 LED 구의 착색효과로 인해 빔의 발  패턴이 

2 개의 환형에서 1 개의 원형 패턴으로 변화되었으며 빔의 

집속도가 개선되었다. 그림 9에 나타낸 5 ㎜ 직경의 백색 

LED 의 경우 감마선 조사 의 f 8에서 측한 빔 패턴이 고

선량 감마선 조사 후의 f 11에서 측한 빔 패턴과 유사하

다. 그림 10, 11에는 감마선 조사 후의 고휘도 LED 발  

빔의 세기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10, 11에서 고선량 감마선 

조사후에는 고휘도 LED 발  빔의 폭이 좁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선량 감마선 조사에 따른 LED 구

의 착색효과에 의한 향으로 발  빔 패턴의 집속효과가 개

선된다. 따라서 PD 가 수 하는 단  면 당 빔의 세기가 

증가하므로 송거리도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LED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후

(TID, 288kGy)

구동 

류

f※ 

number

빔  

패턴

구동 

류

f 

number

빔  

패턴

5 ㎜ (백색) 50㎃ f8 원형 52㎃ f11 원형

10 ㎜ ( 색) 62㎃ f8 2 개 62㎃ f8 원형

f※ : CCD 측 카메라에 사용된 즈 (9㎜/f1.4) 의 구경

표 2  고휘도 LED의 발  패턴 측정

Table 2 Measurement of lighting pattern of high luminance 

LED 

  

그림 8 고휘도 색 LED (직경 10㎜) 의 고선량 감마선 조

사 후의 발  패턴 측 상 (좌측 : 조사 , 우

측 : 288 kGy 조사후)

Fig. 8 Lighting patterns of high luminance red LED before 

and after high dose-rate gamma ray irradiation.   

(left : before, right: after gamma ray dose) 

 

 

그림 9 고휘도 백색 LED (직경 5㎜) 의 고선량 감마선 조

사 후의 발 패턴 측 상 (좌측 : 조사  f8, 

우측 : 288 kGy 조사후, f11)

Fig. 9 Lighting patterns of high luminance white LED before 

and after high dose-rate gamma ray irradiation. (left 

: before, f8, right : after gamma ray dose, f 11)

 

그림 10 고휘도 색 LED 의 고선량 감마선 조사 후의 

밝기분포 (x 축)

Fig. 10 Lighting intensity profile of high luminance red LED 

before and after high dose-rate gamma ray 

irradiation (x-axis)

그림 11 고휘도 백색 LED의 고선량 감마선 조사 후의 밝

기 분포 (x 축)

Fig. 11 Lighting intensity profile of high luminance white 

LED before and after high dose-rate gamma ray 

irradiation (x-axis)

  

4 . 결  론

원자로 건물 내부의 안 계통 기기 감시  제어용 센서/

통신망 체계로 가시  무선통신을 용하기 해 가시  무

선 통신의 핵심소자인 고휘도 LED 에 해 설계기 사고요

건의 4kGy/h의 선량율로 감마선을 72시간 조사하 다. 이를 

이용하여 가시  무선 데이터 송실험을 수행하 다. 송 

거리를 측정한 결과 288 kGy 의 고선량 감마선조사로 인해 

구가 착색된 고휘도 LED 가 감마선 조사 의 LED에 비

해 송 거리가 증가하 다. 이는 고선량 감마선 피폭에 의

한 LED 구의 착색 상이 수  감도가 높은 PD 의 장

로 발 장을 천이시켜 VLC 무선 데이터 송거리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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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선량 감마선 조사후의 고휘도 

LED 의 발  패턴을 CCD 카메라로 측하 다. 측 결과 

고선량 감마선 조사에 따른 LED 구의 착색효과에 의한 

향으로 발  빔의 폭이 좁아졌다. 이로 인해 PD 가 수

하는 단  면 당 빔의 세기가 증가하므로 송거리도 개선

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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