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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실내조명으로 사용하는 LED(Light Emitting Diode)와 무선통신 기술을 융합한 가시광통신이 주목받고 있
다. 하지만 가시광 통신은 광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커버리지 내에서만 통신이 가능하고, 비가시선 영역에서 통신이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시광 통신의 커버리지 확장과 비가시선 영역에서 통신 단절 현상 개선
을 위해 VLC(Visible Light Communication) 릴레이 모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VLC 릴레이 모듈은 송신기로부터 
전달받은 패킷을 VLC 릴레이 모듈 및 수신기로 전송한다. 1개의 VLC 송신기와 3개의 VLC 릴레이 모듈을 설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VLC 릴레이 모듈의 증가에 따른 통신 커버리지 확장과 비가시선 영역에서 통신 단절 현상 개
선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중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여 광 신호 측정 성능이 2.4배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Recently, VLC(Visible Light Communication) fusing with LED(Light Emitting Diode) used in indoor lighting and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attracted attention. However, the VLC can communicate only within the 
coverage to measure the optical signal and the communication disconnection phenomenon is occur in the 
NLoS(Non-Line-of-Sight) area. In this paper, we propose VLC relay module to extend the coverage of VLC and 
improve the communication disconnection phenomenon in NLoS area. The proposed VLC relay module transmits the 
packet received from the transmitter to the VLC relay module and receiver. The experiment was carried out by 
installing one VLC transmitter and three VLC relay modules, communication coverage expansion and the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disconnection phenomenon in the NLoS were confirmed by the increase of the VLC 
relay module. Also, we confirmed that the optical signal measurement performance is improved 2.4 times by using the 
dual sampl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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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LED는 기존의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 수명이 길

고, 에너지 변환효율이 높으며, 소형화와 경량화, 저전

력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LED 제조기술이 발

전하면서 고효율의 LED가 다양하게 개발, 생산되고 있

으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대체하고 있다. 빠른 응답속

도를 지닌 LED의 특성은 데이터 전송에 매우 용이하며, 

고속 온–오프 스위칭을 통해 광 신호를 전송하는 가시

광 통신이 등장하였다[1-3].

가시광 통신은 기존의 조명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

하여 저비용으로 통신환경 구축이 가능하다[4]. RF 기

반의 무선 통신은 한정된 주파수 자원에 따른 희소성 

때문에 사용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가시광 통

신은 가시 대역의 광 신호를 이용하므로 주파수 허가

를 받을 필요가 없다[5]. 400~800  광대역 사용으

로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전송이 가능하며, 기존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radio bands) 대역

과의 간섭이 없어 다중 경로 페이딩 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5]. 또한 가시광 통신은 선박과 같은 전파의 반

사, 회절문제로 인해 RF 통신이 제한된 환경에서 사용 

할 수 있으며, 많은 장치의 밀집 환경에서 RF 간섭 영향

을 감소시킬 수 있다[6, 7]. 하지만 가시광 통신은 가시

광이 직접 전달되는 가시거리에서 광 신호를 전송하므

로 송수신부의 가시거리 내에 가시광을 차단하는 장애

물이 존재하면 통신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다[8, 9].

본 논문에서는 가시광 통신의 커버리지 확장과 비가

시선 영역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VLC 릴레이 모듈을 

제안한다. 제안한 VLC 릴레이 모듈은 VLC 송신기로부

터 수신한 데이터를 VLC 수신기 및 커버리지 내에 존

재하는 VLC 릴레이 모듈로 전송한다. 또한, 데이터 수

신율 향상을 위해 이중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Ⅱ. 관련 연구

가시광 통신에서 릴레이 모듈은 통신 커버리지 확

장과 비가시선 영역에서 통신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다. R. C Kizilirmak의 연구에서는 천장에 

설치하는 송신기와 책상에 설치하는 작업등을 고려하

여, 작업등이 릴레이로 작동하는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기반의 가시광 통신

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고려한 두 가지 릴레이 방

법 중 DF(Decode and Forward)가 AF(Amplify-and- 

Forward)보다 약 2.54dB만큼 높은 BER(Bit Error Rate)

을 제공하였음을 보였다[10].

O. Narmanlioglu의 연구에서는 중간 광원이 릴레이 

단말기 역할을 수행하는 협력 가시광 통신을 제안하였

다. 광선 추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루프 간섭 채널을 설

계하였으며, 제안한 채널에서 전이중 릴레이 가시광 통

신을 구현하였다. 실험을 통해 전이중 중계 방식의 BER

이 반이중 중계 방식보다  최대 5.7dB 향상되었음을 보

였다[11]. H. Yang의 연구에서는 가시광 통신 커버리지

를 확장하기 위해 삼각 토폴로지의 전이중 릴레이를 연

구하였다. 3개의 광원이 존재할 시 중간 광원이 릴레이 

역할을 하며 Viterbi 알고리즘을 통해 오류 분석을 수행

하였다. 또한 릴레이 광원을 AF 모드로 동작하여 릴레

이 지연을 최소화시켰다. 실험을 통해 삼각 토폴로지 

릴레이 통신 커버리지가 기존 방식보다 50% 향상되었

음을 보였다[12].

 

Ⅲ. VLC 릴레이 모듈을 통한 가시광 통신 커버

리지 확장 및 이중 샘플링 기법

3.1. VLC 릴레이 모듈을 통한 커버리지 확장

본 논문에서는 가시광 통신 커버리지 확장과 비가시

선 영역의 통신 단절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VLC 릴레

이 모듈을 제안하였다. VLC 릴레이 모듈을 통한 가시

광 통신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Fig. 1 Visible light communication using VLC relay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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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시선 영역에 위치한 수신부로 데이터를 전송하

기 위해 2개 이상의 VLC 릴레이 모듈을 사용한다. VLC 

송신기는 주변에 위치한 VLC 릴레이 모듈을 통해 비가

시선 영역의 휴대용 수신기 및 VLC 수신기로 해당 패

킷을 전송한다. 또한, 주 VLC 모듈은 패킷에 target ID

를 포함하여 목적 수신기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3.2. 이중 샘플링 기법을 이용한 조도 측정법

그림 2는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측정한 VLC 송신기

의 전송 신호와 수신기에서 측정된 조도값 신호 파형이

다. LED의 점멸 구간 중 온에서 오프로 변경될 경우 약 

5ms의 시간 이후 조도값이 0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 Observed transceiver signal waveform with an 
oscilloscope

기존 조도 측정 방식은 그림 3과 같이 가시광 데이터

를 전송하기 위해 LED의 점멸 시간 t에 맞춰 1번의 조

도값 샘플링을 수행한다. 하지만 실제로 샘플링된 조도

값은 점멸 경계부에서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만약 

LED가 점등한 상태에서 소등될 경우 조도값은 ‘0’이 

되어야 하지만 조도값이 감소하는 도중에 샘플링 할 시 

‘0’이상의 조도값이 측정된다. LED 점멸 경계부에서 

발생한 조도값은 수신 bit로 변조할 시 패킷 오류를 발

생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가시광의 조도값 측정 오차를 개선

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단일 bit에 대한 조도값을 2회 

샘플링 한다. t의 점멸 속도 동안 2회 조도값을 샘플링

한 뒤 측정된 샘플링 데이터를 비교하여 수신 bit로 결

정한다. 

Fig. 3 Existing illuminance measurement scheme

Fig. 4 Illuminance measurement scheme using dual 
sampling

Ⅳ. VLC 릴레이 모듈 구현

4.1. VLC 릴레이 모듈

VLC 릴레이 모듈은 조명과 통신 기능을 동시에 수

행하며, 데이터 전송 종료 시 조명 기능을 수행한다. 그

림 5는 구현한 VLC 릴레이 모듈이다.

Fig. 5 VLC relay module

VLC 릴레이 모듈은 조명 및 광 신호 전송을 위한 고

휘도 LED와 DC-DC 릴레이, 주변 광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PD(Photodiode), 전원 공급을 위한 AC-DC 컨버터, 

LED 제어를 위한 MCU(Micro Controller Unit)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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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림 6은 VLC 릴레이 모듈의 동작 흐름도이다. 

AC 220V 전압을 AC-DC 컨버터를 이용하여 DC 12V

로 변환한다. 아두이노는 데이터 릴레이를 위해 광 신호

를 PD로 측정, 릴레이 제어 신호로 변환하여 DC-DC 릴

레이를 제어한다. 제어 신호에 따른  DC-DC 릴레이 구

동은 연결된 LED를 통해 광 신호를 발생시킨다.

Fig. 6 VLC relay module control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전송방식은 비동기식 전송방

식을 사용하였다. 비동기식 전송방식은 프레임이 아닌 

하나의 문자 단위로 전송하는 방식으로써 전송 패킷의 

start bit와 end bit를 통해 데이터를 구분한다. 동기식 전

송방식과 비교하여 짧은 bit열 길이를 지녔으므로 가시

광 통신에서 발생될 수 있는 LED 열화로 인한 불규칙 

패킷 간격 문제를 완화 할 수 있다.

데이터 전송을 위한 패킷 구성은 그림 7과 같다. 전송 

패킷의 시작과 끝의 정보를 나타내는 start bit, stop bit 

각각 1 bit, 문자 데이터 전송을 위한 ASCII 코드 7 bit와 

parity bit 1 bit, 수신 디바이스의 ID 정보를 나타내는 

target ID 7 bit를 추가한 총 17 bit로 구성하였다.

 

Fig. 7 VLC relay module data packet structure

 

4.2. VLC 수신기

VLC 수신기는 VLC 릴레이 모듈을 통해 수신한 광 

신호를 CLCD(Commodore Liquid Crystal Display)에 

출력한다. VLC 수신기의 구조는 그림 8과 같다.

광 신호 수신을 위해 PD를 사용한다. PD로부터 수신

한 아날로그 신호는 아두이노를 통해 전기적 신호에서 

이진 데이터로 변조된다. 이진 데이터 변조 과정에서 

이중 샘플링을 이용하여 조도 측정을 수행한다. 변조된 

이진 데이터는 ASCII 코드로 변환하여, CLCD를 통해 

출력된다. 

Fig. 8 VLC receiver

 

Fig. 9 Portable receiver

휴대용 수신기 구조는 그림 9와 같다. 사용된 스마트

폰은 안드로이드 OS(Operating System) 기반이며, VLC 

수신기와 동일한 PD를 사용하였다. 휴대용 수신기는 

VLC 수신기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며, 변조된 데이터

를 USB OTG(Universal Serial Bus On-The-Go) 케이블

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Ⅴ. 실험 및 결과
 

5.1. VLC 릴레이 모듈 실험

제안한 VLC 릴레이 모듈 실험을 위해 그림 10과 같

이 실험 환경을 구성하였다. 외부 광원의 간섭을 최소

화하기 위해 실내의 모든 조명을 소등 후 실험을 진행

하였다. 사용한 VLC 릴레이 모듈은 총 4개이며, 30cm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비가시선 영역의 데이터 전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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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VLC 수신기를 기준으로 첫번째와 두번

째 모듈 사이에 불투명 장애물을 배치하였다. VLC 릴

레이 모듈을 통한 데이터 수신 확인을 위해 VLC 수신

기 1개, 휴대용 수신기 1개를 설치하였다.

VLC 송신기에서 전송한 ASCII 코드는 VLC relay 

module-1을 경유하여 VLC 수신기로 전송된다. 또한, 

휴대용 수신기는 VLC relay module-1에서 VLC relay 

module-2로의 데이터 전송을 통해 VLC 송신기에서 전

송한 ASCII 코드를 수신한다.

Fig. 10 ASCII code transmission using VLC relay module

그림 11, 12는 VLC 수신기와 휴대용 수신기의 ASCII 

코드 출력값을 나타낸다. VLC 수신기는 VLC relay 

module-1에서 전송한 ASCII 코드 ‘Hi’를 CLCD로 출력

하였다. 또한, 비가시선 영역에 위치한  휴대용 수신기

는 VLC relay module-1에서 전송한 ASCII 코드를 VLC 

relay module-2를 통해 수신함으로써 장애물로 인한 통

신 단절 현상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Fig. 11 ASCII code reception using VLC receiver

Fig. 12 ASCII code reception using portable receiver

Table. 1 Number of receive character per module

VLC relay module Receive character

Module-1 18.2

Module-2 12.4

Module-3 12

Fig. 13 Observed VLC module and transceiver signal 
waveform with an oscilloscope

 

표 1은 VLC 릴레이 모듈 별 VLC 수신기가 출력한 

문자수를 나타낸 결과이다. Receive character는 30초 

동안 수신한 평균 데이터의 개수이다. Module-2는 

module-1과 약 5.8개의 수신 데이터 차가 발생했으며, 

module-3과는 약 0.4개의 차가 발생하였다. 이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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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에서 볼 수 있듯이 데이터 릴레이 과정 중 발생한 지

연으로 인한 차이임을 확인하였다.

5.2. 이중 샘플링 기법 실험

그림 14는 VLC 송신기로부터 전송된 문자 데이터수

를 단일 샘플링 기법과 이중 샘플링 기법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실험환경은 VLC 릴레이 모듈 실험과 동일하

게 구성하였으며, main VLC module에서 전송한 광 신

호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송수신 거리는 10cm에서 

5cm 간격으로 30cm까지이며, 각 거리마다 30초 동안 6

번의 데이터 수신 평균을 산출하였다. 단일 샘플링의 

경우 거리에 따른 기준 조도값에 의한 ‘0’과 ‘1’ 구분을 

한번만 실행하였으며, 이중 샘플링의 경우 2번을 수행

하였다.

Fig. 14 Number of receive in double sampling⦁single 
sampling

단일 샘플링 기법과 이중 샘플링 기법은 각 각 평균 

18개, 43개의 문자를 수신하였으며, 약 2.4배의 수신 성

능 향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 2와 같이 각 VLC 릴레

이 모듈 별 수신 문자수와 비교 시 Module-1의 경우 약 

1.49배, module-2와 module-3는 각 각 1.28배, 1.25배의 

데이터 수신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Table. 2 Number of received in double sampling⦁single 
sampling per VLC relay module

VLC relay 
module

Receive character

Single sampling Double sampling

Module-1 12.3 18.3

Module-2 11.2 14.3

Module-3 9.6 12

Ⅵ. 결 론

가시광 통신은 송신부와 수신부의 가시거리 내에 장

애물이 존재할 시, 가시광이 차단되어 통신이 불가능해

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LED 점멸 

경계부에서 나타나는 측정 오차가 고려되지 않는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신 단절 현상 개선과 커버리지 

확장을 위한 VLC 릴레이 모듈과 VLC 수신 성능을 개

선하기 위한 이중 샘플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VLC 릴레이 모듈은 인접한 VLC 송신기 또는 VLC 릴

레이 모듈의 광 신호를 측정하여 전달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장애물이 설치된 환경에

서 VLC 송신기와 3개의 VLC 릴레이 모듈을 설치하여 

수신 문자수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VLC 송신기를 

통해 전송한 ASCII 코드가 VLC 릴레이 모듈을 경유하

여 VLC 수신기와 비가시선 영역에 위치한 휴대용 수신

기에 전송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일 샘플링 방식과 

이중 샘플링 방식을 비교한 결과 송신기에서 직접 수신

시에는 약 2.4배의 성능향상을 보였으며, 릴레이 모듈

에서는 module-1에서 1.49배, module-2와 module-3에

서 1.28배, 1.25배의 데이터  수신 성능이 향상됨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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