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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ED(Light Emitting Diode)는 기존 원보다 고효율, 력, 장수명으로 인해 일반 조명들을 모

두 체될 것으로 망되며, 한 기본 으로 반도체 소자이기 때문에 기에서 빛으로 바꾸는 속도

가 매우 빠르며,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고속 ON-OFF 스 칭을 통한 통신 변조를 수행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특징을 이용한 가시  통신(VLC: Visible Light Communication)기술이 주목

받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LED와 가시  통신을 융합하여 송신부에

는 LED 발 소자와 수신부에는 외선센서를 사용하여, 미디어 신호 송을 구 하 다. 미디어 

송 속도를 개선하기 해 가시  통신에 용되는 기존 가시  통신용 LED 드라이버의 력 변환 효

율  발열 문제를 개선하고자 통신 시스템의 효율 증 를 해 새로운 방식의 LED 드라이버를 연

구하고자 한다. 

ABSTRACT

General lighting will be replaced into LED due to the high efficiency, low power consumption, 

long life than conventional light, moreover, since it is a basically semiconductor device that can 

convert the electric energy to visible light at a very high speed, using these characteristics can be 

performed communication modulation via the high-speed  ON-OFF switching. Recently, visible 

light communication (VLC: Visible Light Communication) technology is received attention and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This paper is implemented media signal transmission by 

combining LED with VLC, a transmitter used the LED light-emitting device and receiver used an 

infrared sensor.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communication system to improve the 

existing LED visible light communication driver of power conversion efficiency and thermal 

issues  that is applied to the visible light communic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speed of 

transmission media to research a new way of LED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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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LED는 기에 지를 빛에 지로 변형하여 그 

빛을 다양한 방면에 사용하는 소자이다. 원으로

써의 LED 고효율, 력, 장수명, 소형/경량화, 

다양한 색상구 , 친환경 반도체로 기존의 다른 

원과 차별되는 많은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

나 LED에서 기에 지가 빛에 지로 변환할 때

에 반드시 열이 발생되게 되어 LED의 작동과 신

뢰성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매우 요한 요소 

의 하나이다. 하지만 LED는 기본 으로 반도체 

소자이기 때문에 고속 스 칭이 가능하며, 다른 

IT 기술과의 융합이 쉽다는 장 을 가져 통신 변

조를 수행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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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  통신 (Visible Light Communication)은 

사람의 에 보이는 가시  장(380nm~780nm)

을 이용한 통신으로, 조명장치와 포토다이오드의 

멸을 이용한 송·수신을 기본 원리로 한다[2][3].

IT 융합기술들  빛을 이용한 통신기술인 가

시 통신 (Visible light communication)과 LED를 

목시켜 통신기술이 재  세계 으로 주목받

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  이다. 

본 논문에서는 LED와 가시  통신을 융합하여 

송신부에는 LED 발 소자와 수신부에는 외선

센서를 사용하여, 미디어 신호 송을 구 하고,  

미디어 송 속도를 개선하기 해 가시  통신에 

용되는 기존 가시  통신용 LED 드라이버의 

력 변환 효율  발열 문제를 개선하고자 통신 

시스템의 효율 증 를 해 새로운 방식의 LED 

드라이버를 연구하고자 한다. 

Ⅱ. 가시 통신 시스템

2.1 에서는 가시 통신 송·수신부를 설명하고 

2.2 에서는 기존 가시 통신용 LED 드라이버를 

언 하여 제안 LED드라이버의 연구에 해 기술 

하 다.

2.1 가시 통신 송·수신부

가시 통신 송신부는 력 변환부와 LED드라

이버로 구성되고, LED 발 소자로 이루어진 모듈

을 사용하고, 력변환부의 DC-DC단으로부터 변

환된 신호를 LED 드라이버에서 입력받아 LED 

멸을 통하여 수신부로 데이터를 송한다.

가시 통신 수신부에는 포토다이오드와 신호처

리부로 구성되어있고, 외선 센서를 사용하여 

LED 멸을 통해 빛을 기신호로 변환하여, 신

호처리부에서 신호를 복조한다.

2.2 기존 가시 통신 LED 드라이버

그림 1. 기존 가시 통신 LED 드라이버

기존 가시 통신용 LED 드라이버 는 그림 1과 

같다. 기존 회로는 선형 역에서 고속 스 칭을 

함으로써 높은 송률을 자랑한다. 그러나 발열 

 력변환 효율 문제가 발생한다. 스 치를 선

형 역이 아닌 스 칭 역에서 구동하면, 손실을 

크게 감소할 수 있어 고효율을 얻을 수 있다. 

한 력 변환 효율을 개선하기 해 인가하는 

압을 크게 감소시켜야한다. 이에 따른 문제 을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 새로운 LED드라이버 방

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가시 통신을 해 미디어 송 속

도를 개선하고자 가시 통신용 LED 드라이버의 

력 변환 효율  발열 문제를 개선하고자 새로

운 방식의 LED 드라이버를 연구하고자 한다. 

력 변환 효율을 개선하기 해 인가하는 압을 

크게 감소시켜, 인가된 압이 어들 경우, 입력 

력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한 이때 방출되는 

력은 압에 따라 선형 으로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크게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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