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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 및 고유가로 인한 에

너지 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본격화되고 에너지 소비에 따른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제적인 GEF 

(Green energy family) 활동은 이산화탄소 배

출 금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에서는 무수은 조명 사용억제,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에서는 조명 통신융합으로 폐기

물 최소화를 목적으로 폐기물 회수를 요구하

는 등 다각적 노력을 경지하고 있다 [1]. 이러

한 국제 협약에 발맞추기 위해 각 나라마다 저

탄소 정책 및 녹색성장에 따른 탄소량 배출규

제도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린 IT (Green IT) 기

술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 기술에서 전기에

너지 절감의 대표적 소자로 친환경적인 LED 

(Light emitting diode)가 주목받고 있다. 

LED는 Pb, Hg 등 유해 물질을 포함하지 않

으며, CO2, NO2, SO2 등 온실효과 배출 가스

를 줄일 수 있으며, GEF 활동에 부합하는 친

환경 반도체 광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

한 LED는 기존 광원보다 高효율, 低전력, 長

수명으로 인해 일반 조명등을 모두 대체될 것

으로 전망되며, 또한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

자이기 때문에 고속 스위칭이 가능하며, 다

른 IT 기술과의 융합이 쉽다는 장점을 가진다. 

LED를 이용한 IT 융합기술들 중 빛을 이용한 

통신기술인 가시광통신 (VLC, Visible light 

communication) 기술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많이 연구되고 있다 [2-6].

따라서 본고에서는 LED 가시광통신의 기본

원리 및 장점을 설명한 후 국내·외 기술, 특

허, 표준화 동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LED 가시광통신의 원리

가시광통신은 1880년에 전화기를 발명한 A. 

G. Bell이 광학전화기 (Photo-phone)을 발명

하여 200 m의 광통신을 최초로 성공하였다. 

그 이후 1931년 Bell연구소에서 보안을 목적으

로 한 무선 광통신을 개발하는 등의 연구 성과

를 보였지만, 최근까지 RF (Radio frequency) 

통신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현재 LED 

기술의 발전을 인해 LED-IT융합 기술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LED 통신의 기본 원리는 LED는 전

기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소자로 변환속도

가 약 200 nm로 켜짐과 꺼짐을 반복한다. 이 

현상을 이용하여 빛의 켜짐 (ON)을 디지털 신

호 "1"로, 빛의 꺼짐 (OFF)을 디지털 신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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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빛의 켜짐과 꺼짐으로 정보를 전

송하는 기술을 말하며 이 기술은 가시광 빛

을 초당 200번 이상 켜짐과 꺼짐을 반복하

여도 사람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켜

진 것처럼 인식하는 현상을 이용한다 [1,2]. 

또한, 이 기술은 일반적인 조명기능도 유지

하면서 디지털 통신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융합 기술의 대표 기술이다.

이러한 LED 가시광통신에 사용되는 가시

광 파장은 780 nm에서 380 nm의 파장에 해

당되며, 이를 주파수로 환산 시 385 THz에서 

789 THz까지며, 적외선 파장 대역을 이용하는 

IrDA, 2.4 GHz의 IEEE 802.11n, Bluetooth 

통신의 IEEE 802.15.1, Zigbee UWB 통신의 

IEEE 802.15.4 등과 구별된다 [1]. 가시광통

신은 IrDA와 가장 유사한 파장을 사용하지만, 

조명과 통신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이며 장점이다. 또한, LED 가시광통신은 사람

의 눈에 보이는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 대

역을 사람의 눈으로 확인 가능한 반면, RF를 

이용하는 IrDA, Bluetooth, Zigbee 등은 사

람 눈에 보이지 않으며, 통상 ISM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의 주파수

를 사용한다 [1].

3. LED 가시광통신의 장점

3.1 低 인프라 구축비용 
LED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미국, 일

본, 유럽 및 한국 등에서는 LED 조명을 권장

하거나 기존 백열등 및 형광등 조명을 대체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거나 시행 중이다. 우

리나라의 경우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2020

년까지 공공기관 100%, 국가 전체 조명의 

60%를 LED 조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206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7]. 이러한 LED 

조명 인프라를 이용하여 통신 환경을 구축하

면 경제적 이득 효과 및 통신 융합 멀티미디

어 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3.2 주파수 할당 無규제
RF 통신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

로도 한정된 주파수 자원에 대한 수요가 민

간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등의 전 분야에 

걸쳐 확산됨에 따라 주파수 자원의 회소성

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전송의 혼

선을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주파수 대역은 사용 허가를 받아

야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가시광통신의 파장 

대역은 적외선과 자외선 사이의 사람의 눈으

로 확인할 수 있는 대역을 사용한다. 이를 주

파수로 환산하면 약 385 THz에서 789 THz

까지 해당되며, 이 주파수 대역은 사용 허가

를 받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다 [1].

3.3 인체의 무해성 및 확장성
현재 개발된 Zigbee, UWB, RFID 통신기

반에서 사용하는 2.4 GHz 무선 주파수대역

은 물 분자의 고유주파수 대역으로 공진 현

그림 1. 가시광통신의 원리.

그림  2. 가시광 통신 및 그 외 무선통신 파장 
대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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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일으켜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며, 비가 

오게 될 경우 공기 중의 수분과 공진되기 때

문에 통신이 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7]. 가시광통신 대역은 인간 눈에 인지되는 

빛을 이용하므로 데이터의 전송가능 범위를 

인지할 수 있으며 전자파가 나오지 않아 인

체에 무해한 친환경 기술로 인체 유해성 시

비로부터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고 기존의 

전자파에 민감한 지역에서 사용하기에 어려

웠던 원자력 발전소, 병원, 비행기 안 등의 

활용영역으로 확장 가능하다.

3.4 뛰어난 보안성
기본적으로 가시광통신은 빛이 미치는 곳

에서만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통신으로써 눈

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통신이 잘 되지 않는 

문제점이 될 수는 있지만, 반대로 데이터 전

송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빛을 비추지 않

으며 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보안성

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보안성이 뛰어난 국

지적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다.

4. 가시광통신 기술 동향

4.1 국외 기술 동향
(1) 미국

미국에서는 "Next Generation Lighting 

Initiative (Vision 2020)" 프로젝트를 진

행 중이며, 2020년까지 200 lm/W급 LED

를 개발하고 조명시장의 50%를 LED 조명

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에 따라 미국 국가과학재단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는 차세대 LED를 이용

한 가시광통신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 조명 

공학 연구센터 (Smart lighting engineering 

research center)를 설립하기 위해 10년 동

안 $1,850만 달러의 연구비 지원하였고 뉴욕

의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를 기반

으로 뉴멕시코 주립대와 보스턴 대학 및 기

타 연구기관들이 참여하여 Wi-Fi 접속점과 

동일한 LED 조명을 만드는 광통신 기술을 

개발 중이며, 개발 목표는 이상적인 네트워

크 구조와 필요한 소자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4].

또한, 펜실베니아 주립대는 홈 네트워크상

에서 댁내 멀티미디어 기기들에게 데이터 및 

음성,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속 광

대역 접속 기반으로써 전력선 통신과 결합된 

가시광통신 시스템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1 Gbps에 이르는 광대역폭을 제공할 

그림 3.  스마트 조명 공학 연구센터의 연구 개
발목표.

그림 4. 인텔의 가시광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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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보였다 [7].

그리고 인텔에서는 2008년 11월 가시광 

Trade Show를 국제적으로 제안하였고, CES 

2009에서 가시광통신 시스템으로 ITS 시나

리오를 시연하였다.

 (2) 유럽
유럽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MEGA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Research 

Framework Programme으로부터 자금을 지

원받아 진행되고 있다 [3]. 이 프로젝트는 전

력선 통신, 전자파 무선통신, 적외선 통신, 

가시광 통신을 포함하여 배선을 새롭게 하

지 않고 1 Gbps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홈네

트워크 국제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Orange 연구소를 주축으로  Siemens, 옥스

퍼드 대학 및 에딘버러 대학 등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속화를 위한 기술을 중점

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3].

또한, 옥스퍼드 대학은 백색 LED 조명

을 이용한 가시광통신의 전송 대역폭 향상

을 위하여 변조 기법과 변조 회로, 백색 LED 

Array 및 Detector Array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 다중화 기법, 저가형 상향 가시광 변조

기, 가시광통신 채널 환경 분석 및 시뮬레이

션 검증 등의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연구 개

발을 하고 있는 중이다.

 (3) 일본
일본은 200 3년 가시광통신 컨소시

엄 (VLCC, Visible light communication 

consortium)을 결성하여 게이오 대학 주도

하에 가시광통신 기반 기술과 시스템, 소자, 

통신 서비스에 관련된 산학연 단체들의 모임

으로 설립되었으며, 기술 교류와 활성화, 시

스템의 개발 및 시연, 인지도 확산과 국내 표

준화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5]. 

게이오 대학에서는 1999년부터 조명용 

LED를 이용하여 광 Tag-ID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술, 가시광통신을 ITS에 적용하는 방

안, 백색 LED Array와 Image Sensor를 이

용한 데이터 전송 다중화 기법, 네트워크 접

속을 위해 전력선 통신을 가시광통신과 결합

하는 방안 등의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내 가시광통

신 기술의 연구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5].

Tamura에서는 실내 가시광통신 시스템으

로 LED 조명을 이용하여 IrDA기반 표준이 

ARIS STD-T50을 사용하여 하향은 가시광 

LED로 상향은 적외선 LED를 이용하여 거리 

2 m에서 데이터 전송됨을 시연하였다.

그리고 Casio에서는 이미지센서와 특정 파

장의 가시광을 투과하는 필터를 이용하여 특

정 파장의 가시광만을 취하는 이미지 처리 

과정을 통한 저속 원거리 가시광통신 시스템

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5.  OMEGA 프로젝트의 홈 네트워킹 구상도.

그림 6.  일본 게이오 대학의 차량과 인프라간 
가시광통신기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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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 기술 동향
국내에서는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LED 조

명 1530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LED

와 IT의 융합기술인 가시광통신을 산학연 단

체들이 연구개발 중에 있다 [1]. 2006년부터 

삼성전자에서 개발을 시작하여 근접 거리의 

고속 무선통신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LAN 분야의 가시광통신 기술, Peer-to-

Peer 근거리 통신 기술, LED 전광판 및 상업

용 LED 조명을 이용한 정보 방송 기술 등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7].

한국전자통신연구소 (ETRI)에서는 가시

광통신 원천기술과 검증을 위한 연구 개발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Coding 기법 없

이 빛의 깜빡임을 제거하고 LED의 디밍 제

어 (Dimming control)을 이용해 조명에도 

손실이 가지 않는 VPPM (Variable pulse 

position modulation) 및 R-RZ (Reverse 

return to zero) 변조방법을 고안하였다 [8].

한국광기술원 (KOPTI)에서는 2005년 중

반부터 지식경제부의 지원 하에 백색 LED를 

이용한 광통신 기술 개발과제를 수행하였고, 

2006년부터 I2M (Infra-to-Machine)에서 

LED 조명을 이용한 고속 가시광 통신을 위해 

LED 조명 인터페이스 기술과 변조 기술 등에 

대해 연구개발을 진행하였다. 2009년부터는 

LED 감성 조명 제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

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7].

또한, 영남대학교 LED-IT융합산업화연구

센터 (LIFTRC)에서는 지식경제부의 지원 하

에 2009년부터 차량 조명용 LED 기반 가시

광통신 기술의 원천기술 및 선도 상용화 기

술을 연구 개발 중이며, 2010년에는 실제 도

로 환경과 유사한 모델에서 V2V (Vehicle to 

vehicle) 및 I2V (Infra to vehicle) 간의 가

시광 무선통신 채널 모델링 [7] 및 실제 LED 

그림 7.  Tamura의 LED 조명 가시광통신 시스템.

그림 8.  삼성의 근거리 가시광통신 시스템 (a), 
가시광통신 실내 내비게이션 기술 (b).

그림 9.  ETRI에서 제안한 VPPM 변조원리 (a) 및 
펄스 폭 변화에 따른 디밍 조절 방법 (b).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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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램프를 적용한 가시광통신 시스템을 연

구 개발 중이며, 2011년에는 실제 LED 후미

등을 이용한 가시광통신 시스템을 연구 개발

하고 있다.

 

5. 가시광통신 기술의 
국내·외 특허 동향

5.1 국외 특허 동향
(1) 미국 

조명용 LED 및 조명등에 관련된 특허는 

매우 많지만, 이를 이용한 가시광 무선 통신 

기술의  미국 내 특허에서도 한국 (삼성)과 

일본기업 (Matsushita, Toshiba, Kyoera, 

NEC, Taiyo Yuden, Casio, Pioneer 등)들의 

특허가 대부분이다.

(2) 유럽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백색 LED조명을 이

용한 가시광 무선통신과 저가형 상향 가시광 

변조기 등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내 특허는 일본기업들의 특허가 대

부분이다.

(3) 일본
VLCC의 회원사들이 광ID전송을 이용한 정

보 안내와 가시광 이미지센서를 이용한 가시

광 무선통신, 저속의 가시광 무선통신 기술, 

전력선 통신과 결합한 가시광 무선통신의 응

용 방안, 가시광 무선통신을 이용한 로봇 제

어 등과 같이 가시광 무선통신 기술의 다양

한 응용 방안과 시스템 구현 방안에 대한 다

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표 1).

 

5.2 국내 특허 동향
국내 가시광 무선통신 기술의 연구 개발이 

2005년도부터 진행되어 최근에 관련 기술의 

특허 등록 및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

업계 및 학계, 연구소에서는 가시광 무선통신 

기술에 대한 특허의 지속적인 출원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6년부터 가시광 무선통신 기

술의 연구 개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

로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가시광 무선

통신 시스템의 HW 및 SW에 걸쳐 전반적인 특

허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은 2008년도부

터 가시광 무선통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개발

을 시작하면서, 2010년까지 국내외 특허 20건 

이상을 출원하고, 국내 산업체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이전을 통하여 특허

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 중이다 (표 2).

그림 10.  LIFTRC의 가시광 무선통신 채널 모
델링 방법.

그림 11.  LIFTRC에서 개발 중인 LED 헤드램프 
기반 가시광통신 시스템 (a) 및 LED 
후미등 기반 가시광통신 시스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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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시광통신 기술의 
국내·외 표준화 동향

6.1 국외 표준화 동향
해외에서는 IEEE 802.15.7 VLC Task 

Group이 2009년 1월에 결성되고, PHY와 

MAC계층 규격의 표준화를 시작하여 2011년 

7월 표준화가 완료되었다. 표준에는 국내에

서 삼성, ETRI등이 참여하였으며 해외에서

는 Intel 등이 참여하였다 [6,10,11].

일본의 JEITA에서도 적외선 통신 표준에 

기반 하여 JEITA CP-1221, JEITA CP-1222 

두 개의 가시광통신 표준을 발행하였다.

그 외에도 OMEGA project, VLCC, WWRF 

WG5 등에서 가시광통신에 관련된 기술의 표

준화를 진행 중이다.

표 1. 가시광통신 기술의 국외 주요 등록 특허 [9]. 

표 2. 가시광통신 기술의 국내 주요 등록 특허. 

특허명 특허권자 출원번호

Method and apparatus for correcting color imbalance of visible lighting 
wavelength division parallel visible light communication

Samsung 
Electronics

20070893194

Method forsetting power control initial value using indication light in visible 
light communications and transmission/receive apparatus using same.

Samsung
Electronics

20080969941

Apparatus system, method, and program for visible for visible light 
communication

Samsung
Electronics

20060616727

Method and apparatus for correcting color balance of visible lighting 
wavelength division parallel visible light communications

Samsung
Electronics

20080020622

Visible light communication apparatus and visible light communication 
method

Matsushita 20060591677

Visible lightcommunication oriented illumination device Toshiba 20060610743

Optical transmitter and optical receiver Kyoera 20060385036

Visible light control apparatus, visible light control circuit, visible light 
communication apparatus, and visible light control method

NEC 20060540222

Optical receiver and visible light communication system TaiyoYuden 20080039660

Method for measuring distance to object Casio 20070890179

Recording medium, recording apparatus and method, and reproducing 
apparatus and method

Pioneer 20060918120

Illumination light communication device Nakagawa 2007017127

Visible light communication apparatus and visible light communication 
method

Matsushita 2006832465

Light emitting device Nichia 2005257722

Receiving device for visible light communication, and visible light 
communication system

TOSHIBA JP2008051551

Communication system Talking US19990013060

LED light broadband overline powerline communication system

Federal Lawen 
for Cement
Development 

Services

US20080064769

Method and device for wireless data transmission Nokia IB2006003472

Receiving apparatus for visible ray communication Shimizu 2005328617

특허명 특허권자 출원번호

파장 분할 병렬 가시광 통신에서 가시광 색상 불균형 보정방법 및 장치 (주)삼성전자 2007-0008854

가시광 통신에서 지시광을 이용한 전력 초기값 설정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송수신 장치 (주)삼성전자 2007-0002027

가시광 통신에서의 전력 제어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수신장치 (주)삼성전자 2007-0001333

가시광 통신 장치 및 방법 (주)삼성전자 2007-0004243

발광수단을 이용한 컴퓨터 외부 입력 기능을 가지는  무선통신 단말기 및 그 방법 (주)팬택엔큐리텔 2005-0007168

다중 반송파를 이용한 가시광 무선 통신 시스템 및 그 방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0-0065034

가시광 무선통신 장치 및 방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0-0060900

가시광 통신을 이용한 차량간 통신 장치 및 그 방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0-004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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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내 표준화 동향
한편 국내에서는 2007년 5월에 TTA 가시

광통신 서비스를 신설하여 가시광통신에 관

련된 표준작업을 하였다. 또 전파연구고시 

제 2011-16호에서 가시광통신에 관련된 방

송통신표준을 고시하였다 [12].

7. 결 론

가시광통신 관련 미국의 "Next Generation 

Lighting Initiative (Vision 2020)" 프로

젝트, 유럽의 "OMEGA" 프로젝트, 일본의 

"VLCC", 우리나라 'LED 조명 1530' 프로젝

트 등 과 같이 기존 조명을 LED 조명으로 

대체하는 프로젝트 및 관련 연구가 전 세계

적으로 진행 중이며, 이들 프로젝트로 인해 

LED 조명이 급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이들 프로젝트로 인한 인프라를 이용한 

LED 가시광통신 기술 역시 매우 빠른 속도

로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가

시광통신 기술은 경쟁 국가들에 비해 연구개

발 및 특허 현황이 저조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기술의 R&D 사업 통해 국

내 유수 기관 및 기업에 지원하여 국가의 기

술 경쟁력 향상 시킬 필요가 있으며, 향후 가

시광통신 시스템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

내의 산학연 단체들이 적극 협력하여 가시광

통신 원천기술 확보 및 상용화 기술을 개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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