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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서비스와 함께 유무선 통신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보다 향상된 정보통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그 중 가시광 무선통신은 IEEE 802.15 VLS SG에서 국제표준을 진행하고 있으며 송신을 위한 발

광소자로 LED가 주목 받고 있다.
(1)

LED는 휴대폰용 키패드 광원이나 LCD창의 백 라이트 광원으로 쓰이는 등 용도가 다양화 되고 있으며 

특히 일반 조명으로의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LED가 기존의 조명용 광원인 백열등이나 형광등 보

다 우수한 점은 백열등에 비해 1/10 정도의 낮은 소비 전력을 사용하면서 형광등 보다 100배 정도의 긴 

수명을 갖는다는 점이다. 또한 진동이나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LED는 수은을 함유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환경 규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적합한 친환경적 광원이라 할 수 있다.

가시광 무선통신은 차세대 조명용 광원의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LED를 이용함으로써 조명 인

프라를 통신용 광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시스템 구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LED는 

전기를 빛으로 바꾸는 속도가 약 30ns에서 250ns에 달하는데, 이렇게 빠른 스위칭 특성을 이용한 모듈

레이션으로 통신에 활용할 수 있다. 사람은 초당 100회 이상 깜박이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적으

로 켜져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통신에 의한 깜박임이 있지만 그 깜박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명

의 기능도 유지된다. 

본 논문에서는 LED를 이용한 가시광 무선통신 시스템을 구성하여 CD Player의 디지털 아웃 펄스를 전

송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CD Player의 디지털 아웃 펄스는 샘플링 주파수 44.1kHz에 스테레오 16bit

로 양자화되는 방식을 이용하며 1411.2Kbps 의 전송 속도를 갖는다. 

CD의 신호를 전송하기에 앞서 Function Generator에서 100KHz, 1MHz의 구형파를 생성하여 전송해 보

았다. 송신회로는 Power Supply와 Function Generator를 바이어스티로 연결한 구조를 사용하였으며, 

LED는 일반적인 백색 고휘도 LED를 이용했고, 8개의 LED를 병렬 연결하여 원형으로 배치하였다. 수신

회로에서는 VISHAY사의 PIN-PD인 BPV10과 PHILIPS사의 TIA(Trans Impedance Amplifier)인 

SA5212를 사용했고, 4개의PIN-PD를 병렬로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다. 송․수신 회로 모두 5V의 

supply voltage를 인가하였고, 송신 회로의 경우 최대 95mA의 전류를 구형파 신호에 따라 공급하게 되

었다. 50cm이내의 거리에서 전송한 경우의 LED양단의 전압파형과 수신회로에서의 출력전압 파형을 그

림 1에 도시하였다. LED Input 신호는 Function Generator의 최대 출력전압을 인가한 신호이고, TIA 

Output 신호는 SA5212의 차동출력 신호이다. 100KHz의 주파수에서는 파형의 왜곡 없이 전송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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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고, 1MHz의 주파수에서는 다소의 파형 왜곡이 보이지만 주파수 특성의 변형이 없기 때문에 디

지털 데이터의 전송에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a) 100KHz 파형                                 (b) 1MHz 파형

< 그림 1. Function Generator 신호의 송수신 전압파형 >

다음으로 디지털 음원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실험 구성도는 그림 2과 같다. CDP에서의 광신호 디지털 

출력이 전기신호로 변환되어 송신회로를 통해 전송되고, 수신회로에서의 TIA 출력 데이터는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를 거쳐 스피커로 전달된다. 구형파 전송 실험에서와 같이 50cm이내

의 거리에서 전송하여 CD의 음원의 재생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가시광을 이용한 무선통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디지털 음원을 전송하여, 수신단

에서 데이터가 수신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보다 실용적인 활용을 위해서 전송거리를 수m 정도로 증대시

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그림 2. 디지털 음원 전송실험 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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