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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각 받고 있는 융합기술 의 하나인 가시  통신 기술에 한 동향을 살펴보고 발  방향을 고찰

해 본다. 먼  세계 각국에서 개발 인 내용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 로 세부 기술  요소를 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재 국제 표 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   효과를 확 하기 해 각국에서 응용 기술을 개발 이다. 본 논문에서

는 무엇보다도 표  기술의 개발을 통한 다양한 응용  산업 용 분야 등을 살펴 으로써 융합 조명 기술의 확산 방안

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서론

최근의 고효율 조명 기술의 발 으로 LED 조명의 보

 확 와 가시 통신 기능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융합조

명의 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

명 환경과 무선통신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LED 융합

조명 기술은 LED 조명 원에서 발산되는 빛을 이용하

여 본질 인 조명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무선으로 디지

털 정보를 달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서 LED 조명 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배가시

킬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 시장

을 창출할 수 있는 융합산업으로서 각 받고 있다 

[1]-[3]. 그림 1은 통신과 조명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 가

능한 LED 융합 조명의 개념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 조명 환경과 무선통신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LED 융합조명 개념도 

    이러한 LED 융합조명 기술은 무선통신 기능을 LED 

조명에 융합할 때 훼손될 수 있는 LED 조명의 장 들 

(밝기 제어 기능, 색상 제어 기능 등의 디지털 조명 환경)

을 그 로 보존함으로써 무선통신 융합 LED 조명 산업

화의 기술  걸림돌을 제거하고 산업화를 진할 수 있는 

표  고부가가치 기술이다 [4]. 이러한 융합 조명 기술

은 그린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지식경제

부 123  략제품 자연친화 디자인 기반 지능형 융복합 

조명 시스템과 같이 에 지 감, IT 디지털 제어에 의한 

, LED TV 등 LED를 이용한 디지털 융합 조명으

로 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융합조명 기술에 한 기술  

발  동향  핵심 기술 요소들을 살펴보고 한 국제 표

화 등에 한 다양한 여건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융합조

명 기술 수 을 살펴본다. 국내의 조명을 통한 다양한 통

신 기술  응용 분야를 분석하고, 한 세계 융합조명 시

장을 분석함으로써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2.  VLC-LED 기술의 개발 동향  시장 분석

2.1 VLC-LED 기술 개발의 필요성  시장 분석

  일본은 VLCC (VLC 컨소시엄), 독일 지멘스, 미국 인

텔, RPI 학, 보스톤 학, 캘리포니아 9개 학 등 연구 

개발 투자가 2010년부터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

으로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LED조명의 장 을 제

공함과 동시에 조명 디  기능, 밝기 보장, 리커링 없는 

조명통신 융합기술 개발로 부가가치 조명 시장(VLC-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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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을 활용한 형마트, 시장, 공장 등) 창출  LED

조명 보  확 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5].

LED 조명 시장은 2015년 464억불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상되며, LED 구동회로 시장은 2015년까지 50억

불의 수요가 측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LED 조명을 

활용한 신규 VLC 서비스 시장  고부가가치의 

VLC-LED 조명 시장이 열릴 것으로 상되고 있으며 

VLC-LED 조명 통합 모듈과 MCP 기술을 통한 통합 IC 

개발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한 LED 조명으로의 교체시기에 맞춰 가시  무선통

신 기능이 포함된 LED 조명을 매 설치한다면 큰 어려

움이 없으나, LED 조명으로의 교체 이후 LED 조명융합 

가시  무선통신 기능을 추가하려면 설치 보 에 많은 비

용 소모가 상이 될 수 있다. 그림 2는 조명과 VLC 개

발 용 시기에 따른 효과를 도시화하 다.

  LED 조명 교체  설치시기 불일치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해서는 모든 경우를 수용할 수 있는 고난이도

의 요소 기술이 필요하며 만약 추후 VLC를 추가 설치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LED 조명인 경우 건물의 벽 안에 설

치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 LED 조명 교체 시기와 VLC 개발 용 시기에 

따른 효과

 

2.2 해외 VLC-LED 기술 개발 동향

(그림 3) 기술  시 성 요구의 로벌 환경 3  요인

  

   그림 3은 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VLC 기술 개발의 

3  요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환경  요인을 자세히 

살펴 으로서 국내에서 기술 개발의 시 성을 살펴본다.  

해외 VLC 연구와 스마트 조명 연구 경쟁 심화에 따른 

IPR 선 을 해 시 히 MCP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상황

이며 미국 NSC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지원으

로 차세  LED를 이용하여 VLC에 을 맞춘 공학연구

센터(ERC, Engineering Research Center)를 설립하 다. 

이를 통해 다양한 VLC 기술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ERC 연구센터는 뉴욕의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를 기반으로 뉴멕시코 주립 와 보스턴 학  기타 연

구기 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목표는 Wi-Fi 속 과 동일 

한 LED 조명을 만드는 VLC 기술을 개발, VLC의 이상

인 네트워크 구조와 필요한 소자를 만드는데 집 하고 있

다 [5].

유럽은 2008년 1월 OMEGA 로젝트를 설립, 유럽연

합의 산업계와 과학계로부터 20개 유럽 국가의 컨소시엄 

구성하 다. OMEGA 로젝트의 목표는 새로운 가정용 

배선을 설치하지 않고 1Gbit/s에서 동작하는 역 가

정망을 구성하기 한 유렵 표 을 개발 에 있다 [8].

2011년 2월 미국 DOE (에 지청)의 발표에 따르면, 

LED패키지의 130 lm/W (cool), 93 lm/W(warm)가 일반

화 되었다고 발표하 다. LED 패키지 가격도 

$11/klm(cool), $21/klm(warm)의 수 으로 상용화되었음

을 보고되고 있다. 실제 90~100lm/W의 고출력 LED패키

지의 가 상용화는 LED조명의 본격 인 시장창출로 

상되도 있으며 재 미국은 2010년에 LED조명 상품의 인

증인 Lighting Facts 취득제품이 2000개로 증가되고 있다 

[9]. 

  이러한 상황에서 고출력 LED패키지(130lm/W, cool)의 

상용화에 따라 고효율 심에서 부가가치 높은 기술 심

인 신규 LED 조명 융합 기술 개발에 미래에는 집 될 

망이며, 성장하는 LED조명 제품에 새로운 융합이 요구 

되고 있으며, 주로 ITS분야와 스마트 조명과 연동된 VLC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DOE 

R&D, 유럽OMEGA, 일본VLCC 등).

3. VLC-LED 기술의 핵심 기술 분석

   그림 4에서 보여 주듯이 VLC-LED 기술은 LED 조

명 발 /구동블록 제어와 VLC 드라이빙을 동시에 제공하

기 하여 모듈 이션 융합 기술이 필요하며, 융합 모듈

이션이 없으면, 조명 디 과 무선통신을 동시에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  요도가 매우 높다. 가시  무선통신

(VLC)은 380nm에서 780nm에 이르는 가시 선 역의 빛

을 이용하여 통신을 하는 기술로서 LED 조명 발 /구동

블록은 LED패키지의 안정 인 압과 류를 제공하는 

블록으로 고 압(High voltage)이 인가되는 블록으로 고주

 발생에 따른 자  발생이 가능한 블록으로 구성된다 

[6].

  기존 LED조명은 류제어방식이나 PWM 방식으로 

LED조명의 발 부를 제어하여 밝기  수명을 제어하고 

있으며 기존 PWM 방식 제어는 200 ~ 300Hz이상이 사용

되어 가청주 수 (audio frequency band)의 20Hz ~ 

20kHz 범  내에 있으므로 고주 발생과 함께 미세소음 

발생이 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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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VLC-LED 조명 통합모듈 시스템 개요

  VLC 기술은 기존의 PWM 방식 제어를 체하면서도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핵심원천 기술로 가청주 수 이상

의 주 수가 사용되고 Bandpass Filter가 사용되어 자

발생과 미세소음 문제를 이도록 하는 부수 인 특징도 

가능하다. 이러한 VLC 기술은 통신을 한 핵심 기술로 

변조, 복조, 라인 인코딩, 디코딩 기능을 가져야 하며 보편

화되고 있는 LED조명의 잠재 인 문제 을 극복하고 

PWM 방식 제어를 체하면서도 통신의 부가기능  부

수효과를 얻을 수 있는 VLC 핵심원천기술 용이 요구되

고 있다 [7].

  한 간섭   잡음 최소화를 하여 고품질 LED 조

명 량 특성별 통신 간섭 제거 기술이 요하며 재의 

조명은 자연 인 태양 과 백열등, 할로겐램 , 수은등, 형

등과 같은 인 인 원에 의한 간섭 이 존재한다. 

LED 조명은 종래 통 조명과의 동시 사용 환경이 존재

할 수 있으므로, 간섭   잡음을 최소화시키기 한 고

품질의 LED 조명 량설계가 필수 으로 요구되고 있다.

자 화식 형 등은 20~40kHz의 구동 원에 의하

여 동작하여 방  화식 형 등에 비하여 비교  높은 

주 수 역까지 잡음이 존재하며, 교류 원의 주기에 맞

추어 빛의 세기가 변화하고 원 주 수의 정수배 주 수

에서 간섭 신호가 주기 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내 환경에

서 송신기로부터 수신기까지의  신호는 벽이나 그 밖의 

반사체 반사에 의해 다  경로 는 분산 노이즈가 발생

하므로, LED 조명용 가시 과 노이즈를 수신한 가시 으

로부터 통신 신호를 분리할 수 있는 필터  즈 설계 

기술이 필수 이다.

 그림 5는 실제 실내에서 사용되는 조명과 그 외의 실외 

태양 원 등에 의한 량 력 스펙트럼을 보여 주고 있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형 등이나 백열등은 태

양 조명보다 약하여 실외나 밝은 낮에는 사용하기가 어려

움을 알 수 있다.

(그림 5) 주변 원에 의한 량 력 스펙트럼

   최근에 요구되는 원활한 데이터 통신을 한 LED 조

명 기반의 근거리 무선 가시 통신(VLC) 융합기술 개발

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술  개발 사양이 요구되고 있다.

-  LED 조명을 사용함과 동시에 LED 조명의 가시

을 이용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개발함

- 근거리 무선 통신(VLC, Visible Light 

Communication) 기술은 IEEE 802.15.7 국제표

에 따라 설계하고, 최종 으로 96Mbps(Optical 

Clock Rate = 120MHz)까지 데이터를 송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동시에 LED 조명으로 사용 가

능하도록 개발

- 96Mbps  VLC 데이터 송 기능과 25W  

LED 조명 드라이버 기술을 개발하며, VLC 통신

에 따른 조명의 깜박임을 제거하는 기술

(Flicker-Free)과 밝기 조 에 따른 변조 처리기

술(Dimming Control)을 개발

- 기존의 연구개발에서는 단수 원에 하여 송

속도를 높이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나, 본 

개발과제에서는 송속도뿐만 아니라 복수 원에 

따른 동기화 기술을 개발

- 한 VLC-LED 조명 통합모듈에서의 핵심 인 

통신모듈과 스 칭 구동모듈에 한 MCP(Multi 

Chip Package) 기술을 용하여 패키지 칩을 개

발

     - VLC-LED 조명 통합모듈에서는 인터넷을 VLC 

통신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인터

페이스 기능을 구 하고, VLC 통신의 실효성과 

상용화를 하여 IrDA 외선 송수신 기능을 구

하여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개발

4. VLC-LED 기술의 응용 분야

   LED 기반의 융합통신 기술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응

용될 수 있다. 아래는 실제 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시나

리오를 소개하고 있다.

 고속 VLC+LED 조명 융합 시스템은 자 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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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이 없이 무선 인터넷을 신한 통신서버의 역할

체 가능

  

(그림 6) 활용 1: 무선 인터넷 체

병원이나 항공기 등  사용이 제한되거나 험을 

래 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통신 시스템으로 사용

(그림 7) 활용 2: 항공기 내에서의 통신시스템으로 사용

미술 이나 공공 실내장소, 주차장 등과 같은 건물의 

내부에서 치정보를 VLC로 달함으로써 건물 내부

의 치 기반 서비스 시스템으로 활용

(그림 8) 활용 3: 치 기반 서비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나 차량의 후미등을 이

용한 도로상황 정보나 차량 정보 사항의 달을 한 

통신서비스 시스템으로의 활용

(그림 9) 활용 4: 교통정보 서비스 시스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나 차량의 후미등을 이

용한 도로상황 정보나 차량 정보 사항의 달을 한 

통신서비스 시스템으로의 활용

(그림 10) 활용 4: 교통정보 서비스 시스템>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각 받고 있는 융합기술 의 하나인 가시

 통신 기술에 한 동향을 살펴보고 발  방향을 고찰해 보았다.  

LED조명 기반의 가시  통신 기술을 상용화하기 한 세계 각국에

서 개발 인 내용 통하여 국내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언 하 으며, 

세부 기술항목을 분류하여 기술  개발 사양  여러 해결해야 할 

문제 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무엇보다도 표  기술의 개발을 

통한 다양한 응용  산업 용 분야 등을 살펴 으로써 융합 조명 

기술의 확산 방안도 언 하 다. 이러한 기술  부분  다양한 응용 

서비스 분야에 용된다면 VLC-LED 기술은 앞으로 조명 기반의 

다양한 실내 통신 서비스  무선 랜을 체할 수 있는 융합 기술로

서 가까운 미래에 일상화 될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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