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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LED를 이용한 가시광 통신(Visible Light 
Communication)은 실내조명 기능과 무선 통신 기
능이 동시에 사용가능하여 학계 및 산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1]. 가시광 통신이란 사람의 눈에 

인식되는 380~780 [] 파장의 가시광을 이용한 
통신으로,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의 점멸
과 CdS(황화 카드뮴) cell을 이용한 송수신을 기본
원리로 한다 [2]. 또한 빛을 통신수단으로 사용하
기 때문에 인체 무해, 무선 주파수의 비 허가권 
사용,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대역과의 
물리적 보안 기능, 초정밀 측위 등의 장점이 있다 
[3]. 특히 LED는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하는 속

도가 30~250 [ ] 이하로, 고속의 On-Off 스위칭 
특성을 통신 변조에 활용할 수 있어 가시광 통신
에 매우 유리하다 [4],[5]. 하지만 가시광을 통신 
매개로 사용할 경우 짧은 주파수 파장 길이를 갖
기 때문에 주파수 자체의 직진성은 우수하지만, 
불투명 장애물에 가려질 경우 통신단절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시광 통신환경에서 불투
명 장애물로 인한 통신단절 현상을 해결하기 위
하여 커버리지 확장이 가능한 릴레이 모듈을 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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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모듈은 target ID를 포함한 데이터 패킷을 인접한 가시광 모듈을 통해 순차적으로 전달함으
로써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데이터 전송 실험을 통해 전송범위의 확장과 가시선을 벗어난 영역에서
의 데이터 수신을 확인하였다.

ABSTRACT

Visible light communication is a communication method using light, and it has advantage of ensuring security 
in a single space as compared with RF communication. However, in the area outside the visible line of the 
light, communication disconnection occur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relay module to overcome the 
coverage extension and communication disconnection phenomenon of visible light communication. The proposed 
relay module transmits and receives data of visible light communication by sequentially transmitting data packets 
including target ID through adjacent visible light module. Through experimentation of data transmission, we 
confirmed the extension of the transmission range and the data reception in the area outside the line of 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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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연구

가시광 통신에서 릴레이 모듈은 통신 커버리지 
확장과 가시선을 벗어난 영역에서 통신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릴레이 모듈의 연구에서는 실내 LED 조명등을 
중계기로 활용하여 장애물 너머로 광신호를 송수
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해당 방식의 경우 
LED 조명등을 구성하는 LED 배열(array)의 중간
에 광 검출기를 설치하고 광신호을 수신하여 원
신호로 복구한다. 이후 LED 배열을 구동함으로써 
실내 전 구간에서 광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한
다 [6]. 또한 중앙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한 
중계기 방식이 있다. 중계기는 2세트의 송신기 및 
수신기 회로와 서브모터로 구성된다. 사용자는 서
브모터를 컨트롤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통신 링크
를 이룰 수 있다. 중계기는 송신부에서 전송한 광
신호를 데이터로 변환하여 USB포트로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7].

Ⅲ. 가시광 릴레이 모듈

가시광 통신의 경우, 릴레이 모듈과 같은 중간 
매개체가 없을 경우 통신이 불가능하다 [3].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시광 릴레이 통신모듈의 시
나리오는 그림 1과 같다.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서 
통신을 위해 2개 이상의 인접한 모듈과 가시광 
통신 링크를 구성하고, 서로 데이터 패킷을 송수
신한다. 예를 들어 그림 1의 A 모듈에서 Y 디바
이스로 데이터를 송신할 경우 B, C, D 릴레이 모
듈을 통해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다.

그림 1. 가시광 릴레이 모듈 시나리오

그림 2는 가시광 릴레이 모듈의 데이터 패킷 
구조이다. 가시광 통신 모듈 각각에 대한 고유 ID 
number를 부여하여, target ID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데이터 패킷 전송 시, Start bit는 데이터 요
청 패킷과 응답 패킷을 구분 짓기 위해 사용된다. 
데이터 수신 모듈 ID(Target ID)와 요청 모듈 
ID(Start ID)를 포함한 패킷을 전송함으로써 패킷 

이동 경로가 설정된다. Request는 요청 데이터 정
보 bit이며, 요청 응답 데이터는 reply data에 포
함하여 전송한다. Stop bit를 통해 데이터 패킷 종
료를 구분한다.

그림 2. 가시광 릴레이 모듈 데이터 패킷 구조

Ⅳ. 가시광 릴레이 모듈 실험 및 결과

제안하는 가시광 릴레이 모듈 실험 구성은 그
림 3과 같다. 모듈 1과 모듈 3사이에 불투명 장애
물을 설치하여 릴레이를 통해 데이터가 전송되도
록 환경을 구성하였다. 또한 실제 실험에서는 외
부 광원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조명 밝기를 
최소화하였다. 각 모듈은 데이터 확인용 CLCD와 

1 [ ] LED, CdS cell 2개를 구성하며 MCU로는 
아두이노 Uno를 사용하였다.

그림 3. 릴레이 모듈 실험 구성 및 결과

Module 1은 ‘10100110’ 바이너리 데이터를 
광신호 형태로 발산한다. 그리고 module 1 커버
리지에 있는 Module 2는 바이너리 데이터를 수신
한다. module 2는 전송된 신호의 target ID를 확
인하며, 데이터를 표기할지, 인근 모듈로 전송할
지를 선택한다. 자신이 해당 target 모듈이 아닌 
경우 다시 전송한다는 의미로 CLCD에 PASS를 표
시한다. Module 2로부터 출력되는 광신호는 
module 2의 커버리지에 존재하는 다른 모듈이 수
신하게 되며, 동일한 동작을 통해 module 3의 
CLCD에 module 1과 module 3 간에 데이터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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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되었음을 보여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시광 통신 커버리지 확장 및 
통신단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시광 릴레이 
모듈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식은 target ID를 포
함한 데이터 패킷을 인접한 릴레이 모듈로 전송
하여 target 목적지로 전달하고 데이터 전송을 확
인하기 위해 양방향 가시광 통신이 가능한 릴레
이 모듈을 제작하여 CLCD로 결과를 출력하였다. 
출력 결과 전송한 데이터를 target 모듈이 수신함
으로써 통신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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