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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무선통신 기술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

자들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한 데이터 요구량은 폭발

적으로 늘고 있다. 통신사는 갈수록 많은 데이터 량

을 소화해야 하지만 전파는 주파수 대역이라는 한정

적인 자원을 사용하고 그 자원도 포화상태이다. 이에 

새로운 무선통신 기술로 관심 받는 분야가 VLC

(Visual Light Communication)기술이다. VLC는 사

람의 눈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LED의 깜박임을 이용

하여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 무선통신기술이다[1].

일반적으로 VLC 기술은 고속 데이터 전송과 위치

기반 서비스[2]로 분류하여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 

EU에서는 배선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1Gbps를 제공

하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 일본은 LED가로등을 이용

한 200m내 사용자에게 100mbps의 네트워크 시스템 

제공, 한국에서는 쇼핑센터에서 위치기반 서비스로 

실내 네비게이션 등에 활용하고 있다[3].

VLC 기술은 초기에 Point-to-point(P2P) 형태로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IEEE802.15.7 표준이 제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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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 최근에는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방향성의 

존재 유무,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가 LOS(Line of

Sight) 특성 등,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5]. 또한, VLC 송신기들의 빛이 주는 그림자를 통한 

사람의 모션을 캡쳐하려는 연구[6], 차량과 차량 사

이의 통신에 VLC 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7], 센서 

네트워크에서처럼 다수의 VLC 장치간의 multi-hop

통신을 지원하려는 Shine[8] 등의 연구 들이 시도되

었다. AR(Augmented Reality)을 위한 마커로서 

LED 송신기를 활용하려는 연구도 시도되었다[9].

본 논문에서는 일반 LED 조명을 송신기로, 스마

트폰의 전면 카메라를 수신기로 활용하는 VLC 기술

을 개발하고자 한다[10]. 일반 LED 조명을 사용하는 

가정이나 사무실을 포함한 다양한 실내 공간에서 스

마트폰만으로 위치인식 응용이나 스마트폰 결재 등

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의 문제는 

일반적인 LED 조명은 사람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하

여 난반사 필터를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LED의 

On/Off 깜박임으로는 통신이 어렵다는 것이다.

VLC 기술에서 난반사를 고려한 연구로서 송신기

의 빛이 벽 등에 반사되어 발생한 난반사 빛을 수신기

가 처리하는 연구[11]가 진행되었다. 송신기의 신호 

간격을 매우 짧게 하여 조도가 매우 약하게 하는 통

신 방식[12]도 연구되었다. 또한 스마트폰의 전면 카

메라를 수신기에 활용한 연구[13]도 있는데, 이 연구

의 송신기는 단일 LED의 깜빡임을 활용한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LED 전등이 다수의 LED 점

광원들의 M⨯N 모음으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한다.

특정 점광원을 특정 시점에서 OFF하면 QR코드처럼 

특정 패턴으로 인코딩할 수 있다. 조명으로서의 역할

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M⨯N 개의 점광원 중에서 

몇 개를 OFF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L-off-able이라

는 매개변수를 정의한다. 또한 난반사판에 의한 해상

도 저하를 고려하여 인접한 점광원이 얼마나 이격되

어야 하는가를 지정하는 K-seperated라는 매개변수

를 정의한다. 난반사 필터를 갖는 LED 조명과 스마

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2개 매개변수 

값을 결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통신 가능한 전송량의 

최대치를 수학적으로 분석한다.

2장에서는 논문의 배경 기술들을 소개하며 3장에

서 제안된 인코딩 기법을 소개한다. 4장에서 실험을 

기술하며 그 결과를 제시한다.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배  경

2.1 VLC의 원리 및 응용

VLC 기술은 LED의 On/Off가 이진법의 0과 1에 

대응되어 데이터를 전송한다. 보통 LED 전구의 깜박

임은 사람 눈에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빠른 속

도이기 때문에 눈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1]. Fig. 1은 

VLC 체계를 보여준다. 송신기는 디지털 데이터를 

LED의 On/Off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수신기의 

광센서가 이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전파를 이용한 통신은 주파수 대역이 포화상태이

지만 VLC는 이 문제에서 자유롭다. 또한, VLC는 

LOS(Line of Sight) 영역에서만 통신이 되므로 전파

에 비하여 보안성이 매우 높다. 전자파를 사용할 때

에는 기기간의 간섭으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고신뢰 영역에서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단점으로

는 장애물로 인한 그림자 생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는 점인데 최근 multi-hop 네트워킹을 위한 기술[8]

과 반사된 가시광을 통신에 활용하려는 연구[11] 등

이 시도되고 있다.

Fig. 2는 VLC 기술의 응용 사례들[14]을 보여준

다. 좌상단은 실내에서 VLC의 고속 데이터 전송을 

활용하여 시청각 데이터를 전송받아 교육에 활용하

는 사례를 보여준다. 우상단은 의료분야에서 환자의 

Fig. 1. Block Diagram of VLC Syste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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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상태정보를 전송받아 AR로 수술에 활용하는 사

례를 예시한다. 좌하단은 전파간의 상호 간섭이 우려

되는 비행기내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받는 

사례를 표시하며 우하단은 교차로에서 신호등과 차

량 간의 통신을 통하여 전방의 상황정보를 전송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이런 사례들은 향후 VLC 통신의 

다양한 응용 분야를 보여주며 그 활용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VLC 기술이 일회성 작업 처리를 위한 통합 플랫

폼[15]에서 활용된다면 특정 공간에 사용자가 있을 

때 그 공간에서 웹 문서를 즉시 받아서 처리하는 응

용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안이 요구

되는 공간에 특정 사용자가 위치한다면 그 공간의 

출입 허가를 받는 키를 VLC 조명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2 VLC 기술 발전 동향

VLC 기술은 초기에 P2P(Point-to-point) 형태로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그 결과 IEEE802.15.7 표준이 

제정되었다[4]. P2P 방식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응용

을 개발할 수 있으나 WIFI와 같이 1-to-Many 형태

의 통신은 불가능하다.

Fig. 3은 1-to-Many 통신을 위한 VLC 기술의 사

례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a)와 b)는 기존 VLC기술과 

다르게 송신기가 수신기를 직접 향하지 않는 형태를 

보여준다[5]. 송신기는 빛을 넓은 각도로 송신하고 

다수의 수신기가 이를 수신하는 방식이다. b)에서는 

반사된 빛의 경우에도 수신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그

림의 c)는 센서 네트워크처럼 빛을 multi-hop으로 전

송하려는 Shine[8] 체계의 VLC 노드를 보여주는데,

다수의 송수신기를 장착하여 다른 VLC 노드와 

multi-hop 통신을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VLC 송신기들의 빛이 주는 그림자를 통하

여 사람의 모션을 캡쳐하려는 연구[6], 차량과 차량 

사이의 통신에 VLC 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7], AR

(Augmented Reality)을 위한 마커로서 LED 송신기

를 활용하려는 연구도 시도되었다[9].

2.3 난반사 관련 연구

VLC 기술에서 난반사를 고려한 연구로서 송신기

의 빛이 벽 등에 반사되어 발생한 난반사 빛을 수신

기가 처리하는 연구[11]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는 송신기의 빛이 사람에 일시적으로 가려지는 경우

까지 고려하여 빛의 세기의 변화를 측정하고 통신 

방식을 시뮬레이션하였다. 본 논문은 송신기의 빛 자

체가 난반사 필터를 거친 후 전송되는 것이므로 이 

연구와는 다르다.

송신기의 신호 간격을 매우 짧게 하여 조도를 매

우 약하게 하는 통신 방식[12]도 연구되었다. 또한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를 수신기에 활용한 연구

[13]도 있었는데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Rolling Shut-

ter 기능을 활용하여 빠르게 신호를 읽는 방식을 연

구하였다. 이 연구의 송신기는 단일 LED의 깜빡임을 

활용한 방식으로 본 논문의 방식과는 다르다.

Fig. 2. Applications of VLC [14].

a) Nondirected LOS b) Nondirected Non-LOS c) Shine board

Fig. 3. 1-to-Many Approach in V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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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코딩 기법

난반사 판이 부착된 일반 LED 조명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시스템 

구성을 소개하며 주요 매개변수 및 인코딩 결과의 

최대 전송속도를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3.1 시스템 구성

제안된 기법의 시스템 구성을 Fig. 4에 표시하고 

있다. 송신부는 일반 LED 조명이며, M⨯N 개의 점

광원 중 일부를 Off함으로서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아래에서 좌하의 LED가 꺼져 있

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 패턴을 스마트폰의 전면카

메라가 인식하고 디코딩하여 데이터 값을 수신한다.

제안된 시스템의 활용 예는 다음과 같다. 박물관

이나 전시장의 특정 전시작품 상단에는 일반 LED

조명이 켜져 있다. 그 조명에서는 사용자가 도착했을 

때 미리 지정된 데이터 값을 제안된 VLC 방식으로 

데이터를 송신한다. 사용자가 스마트폰 응용을 실행

하면 전면카메라가 1초에 수십 FPS(Frame Per

Second)의 속도로 LED 조명을 촬영하고 그 이미지

에서 데이터를 추출한다. 수신 데이터로는 그 작품의 

주요 내용일 수도 있고 이를 설명하는 웹페이지의 

URL일 수도 있다.

3.2 난반사 LED 조명 및 패턴 인코딩

기존 VLC기술의 LED 조명은 난반사 필터를 고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인 LED 조명은 사용자의 

눈부심 방지를 위하여 난반사 필터를 적용하며, Fig.

5에서 이를 표시한다. 왼쪽은 난반사 필터가 적용되

기 전이고 오른쪽은 난반사 필터를 적용한 후이다.

제안된 인코딩 기법을 Fig. 6에서 표시하였다. 여

기서는 3가지 패턴을 보여준다. 3가지 경우 모두 3개

의 LED가 Off된 경우를 보여주며 서로 다른 데이터

를 전송할 수 있다. 오른쪽 패턴은 2개의 인접한 LED

가 Off된 경우인데 난반사 필터가 적용됐을 때 구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3.3 난반산 매개변수

제안된 인코딩 기법에서는 M⨯N 개의 LED 점광

원을 1개나 2개, 또는 그 이상을 Off하여 코드화한다.

Off되는 LED 수가 커질수록 인코딩 경우의 수는 커

지므로 단위 시간당 데이터 전송량도 커진다. 하지만 

Off되는 LED 수가 커질수록 전체 조도는 낮아지며 

조명으로서의 역할도 떨어질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L-off-able이라는 매개변수를 

정의한다.

또한, 난반사필터가 적용된 조명에서는 Fig. 6의 

오른쪽처럼 바로 인접한 LED의 off를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전체 오류율을 높이므로 LED 조명

과 스마트폰의 카메라에 따라 실험을 통하여 적절하

게 설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K-seperated

라고 정의한다. Fig. 7에서 L-off-able은 3이고 K-

seperated는 1임을 보여준다.

3.4 최대 전송 속도 

M⨯N LED 조명에서 L-off-able과 K-seperated

가 결정됐을 때 최대 전송 속도를 계산한다. 만약 Fig. 4. System Configuration.

Fig. 5. LED Light with Diffused Filter.

Fig. 6. LED Pattern with 3-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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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f-able(이하 L)이 1이고 K-seperated(이하 K)

가 0이라면 패턴의 총 수는 M⨯N 개일 것이다. 만약 

L=2 이고 K=2라고 가정하면 L=1 일 때와 L=2 일 

때의 합이므로 E1의 식을 얻을 수 있다. 수식 (1)을

일반화하면 최대 LED 패턴수를 얻을 수 있는데 수식 

(2)에서 표시한다.

⌊
 ⌋ ×⌊

 ⌋∁ ⌊
 ⌋ ×⌊

 ⌋∁ (1)


  



⌊
 ⌋ ×⌊

 ⌋
∁ (2)

예를 들어 10⨯10 LED 조명에서 K = 1이고 L =

3일 때 패턴 수는 다음과 같다.


 



⌊
⌋×⌊

⌋
∁           

(3)

최대 데이터 전송량은 1초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

를 전송하는 가이고, 카메라의 1초당 이미지 캡쳐수

인 FPS에 비례한다. 수식 (3)은 서로 다른 데이터 

개수를 의미하므로 비트 수를 계산하려면 밑수가 2

인 Log를 취해서 수식 (4)의 최대 데이터 전송량을 

구할 수 있다.

 
  



⌊
 ⌋ ×⌊

 ⌋
∁ × (bps) (4)

수식 (4)는 제안된 인코딩 기법에 의한 이론상 최대

데이터 전송량이며 통신프로토콜에서 요구하는 오

버헤드를 고려하면 데이터 전송량은 낮아질 것이다.

4. 실험 결과 및 사례 연구

4.1 실험 환경

실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10⨯10 LED 전등과 

ATmega128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ATmega128

은 On/Off될 LED를 제어하는데 활용되었다. 스마트

폰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서 갤럭시 7을 사용하

였다. Fig. 8에서 왼쪽은 LED 조명의 보드 모습을,

가운데는 난반사 필터를, 오른쪽은 LED 패턴을 보여

준다.

4.2 L-off-able 값 결정 실험

L-off-able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12⨯12 LED 조

명과 ‘Lux Meter’라는 스마트폰 조도 감지 응용을 

사용하였다[10]. LED조명과 조도 확인 장치 사이의 

거리를 2M로 설정한 후 LED 소자를 하나씩 껐을 

때 조도를 확인하여 조명으로 사용 가능한 영역을 

확인하였다. 조명으로 사용 가능한 영역은 Table 1

KS 조도 기준을 이용하여 한국 기준으로 200∼300

lx를 적정 조도로 설정하였다.

Table 2는 실험 결과를 표시한다. 실험에 사용한 

LED 조명은 총 144개의 LED 점광원을 갖는데 실험 

결과는 L-off-able이 15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 결과

는 조명과의 거리와 스마트폰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Fig. 7. Example of LED Parameters.

Fig. 8. Experimental LED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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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K-seperated 값 설정 실험

Fig. 9는 난반사 필터를 통했을 때 거리에 따른 

인식 가능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였고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지 

않은 경우이다. 세 가지 경우 모두 2미터 정도의 거리

에서는 전혀 구분이 어려운 것을 보여준다.

스마트폰의 카메라에서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면 

상기의 결과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 Fig. 10은 셔터

스피드를 조절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LED 조명의 각 

셀이 모두 인식되는 것을 보여준다. 스마트폰 카메라

와 LED 조명간의 각도는 인식률에서 매우 중요한데 

15도 간격으로 테스트했을 때 30도 까지는 문제없이 

인식되는 것을 보여준다.

4.4 통신프로토콜 사례

제안된 인코딩 기법으로 전체 VLC 시스템을 설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송신 시작: 스마트폰 앱과 LED 전등 사이에 어

떻게 동기화를 할 것인가를 의미한다. 2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스마트폰 앱이 실행되는지 여부

와 관계없이 계속 데이터를 송신하는 것이다. 두 번

째는 스마트폰 앱이 실행되면 LED 전등에게 특정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다.

2) LED 전등 방향 정합: LED 전등과 스마트폰의 

카메라간의 방향 정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미한

다. 2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방향 정합을 

위하여 Fig. 11처럼 특정한 Base Point를 두는 방법

이 있으며 두 번째는 방향 정합 없이 인코딩 패턴에 

제약을 두는 방식이다.

3) 데이터 전송 시작 및 전송 끝: 데이터의 패킷화

Table 1. KS Light Density Standard

Lowest

[lx]

Standard

[lx]

Highest

[lx]

Ultra Definition 1500 2000 3000

High Difinition 600 1000 1500

Normal 300 400 600

Plain 150 200 300

Low Definition 60 100 150

Table 2. Result of L-off-able

Number of Off-LED Light Density

0 205.09

5 203.99

10 202.59

15 200.34

Fig. 9. Diffused LED Light Experiment with No Shutter Speed Control.

Fig. 10. Diffused LED Light Experiment with Shutter Spee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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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전송 시작과 전송 끝을 지정하는 방식이

다. Fig. 11에서는 전송 시작 및 전송 끝을 위하여 

특정 LED를 동시에 끄는 방식을 채택했다.

4) 기타 통신 기술: 오류 검출 및 복원을 위한 방법

이 연구되어야 한다.

4.5 스마트폰 응용의 요구 기능

대부분의 스마트폰 카메라는 최근 전면 및 후면 

카메라를 모두 갖추고 있다. 후면 카메라가 해상도도 

높고 특히 셔터 스피드 기능이 있어서 난반사판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 스마트폰 응용은 다음의 요구 

기능을 가져야 한다.

1) 전면 카메라를 활용하여야 사용자의 UI/UX에 

도움이 된다. LED 전등 밑에 위치한 사용자가 VLC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신할 때, 현재 수신

되는 정보량이 화면에 표시되어야 사용자 UI/UX를 

만족할 수 있다.

2) 카메라는 연속 이미지로 사진을 촬영하고 그 

이미지를 분석하여 정보를 얻어야 한다. 이때 FPS

(Frame Per Second)가 클수록 전송되는 데이터 양

을 놀릴 수 있다.

3) 스마트폰 응용과 VLC 등 사이에 동기화 기능

이 활용될 수도 있다. 응용이 실행되면 VLC에게 신호

를 보내고 그 신호를 받은 순간 통신을 진행하는 방

식이다. 그 결과 불필요한 VLC 동작을 피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일반 LED 조명을 송신기로 스마트

폰의 전면 카메라를 수신기로 활용하는 VLC 기술을 

제안하였다. 문제는 일반 LED 조명은 사람 눈의 피

로를 줄이기 위하여 난반사 필터를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VLC와 같이 단일 LED의 On/Off 깜박

임으로는 통신이 어렵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접근법은 일반 LED 전등이 다수의 LED

점광원들의 M⨯N 모음으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하

여, 특정 LED를 특정 시점에서 OFF하면 QR코드처

럼 패턴화하여 인코딩하는 방법이다. 조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M⨯N 개의 점광원 중 

몇 개를 끌 것인지를 결정하는 L-off-able이라는 매

개변수를 정의하였다. 또한 난반사판에 의한 해상도 

저하를 고려하여 인접한 점광원이 얼마나 이격되어

야 하는가를 지정하는 K-seperated라는 매개변수도 

정의하였다. 난반사 필터를 갖는 LED 조명과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2개 매개변수 값

을 결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통신 가능한 전송량의 

최대치를 수학식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VLC 기술은 일반 LED 조명

을 사용하는 가정이나 사무실, 기타 다양한 실내 공

간에서 별도의 수신기없이 스마트폰 만으로 위치인

식 응용이나 스마트폰 결재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향후 연구 방향은 우리의 인코딩 기법 기반의 

전체 통신 프로토콜을 개발하여서 이를 실내 위치 

기반 응용이나 스마트폰 결재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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