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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White 색상을 달성하기 한 R, G, B 혼합비율 Type을 기반으로 상 으로 열화된 BER성능

을 달성하는 장 역에 Forward Error Correction (FEC) 기법을 용하여, 체 시스템의 BER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가시  통신 시스템을 제안한다. FEC기법으로 Low Density Parity Check (LDPC) 코드를 용하 으며, 

LDPC 부호는 Shannon의 한계치에 가장 근 하는 오류정정 부호로 평가되고 있으며, 오류마루(error floor) 상이 

나타나지 않고, 완  병렬처리가 가능하여 고속 복호가 가능한 장 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LDPC채  

코딩을 각 장 역에 부분 으로 용함으로써, 주 수 효율 감소  데이터 송률 감소를 완화 할 수 있다.  

    

키워드 : 백색 LED, 혼합비율, 가시 통신, LDPC 채  코딩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daptive FEC scheme in visible light communication using white LED. 
To this end, we investigate the red, green and blue mixing ratio of white LED in order to achieve the white 
color, and the mixing ratio of those wavelength can be defined as 4 types. Based on those properties, the 
FEC technique is applied to the wavelength band with the lowest mixing ratio according to mixing ratio types. 
At that point, we use a LDPC channel coding scheme as the FEC technique. Therefore, the proposed system 
can  mitigate the reduction of data rate and improve total BER performance.    

Key Words : White LED, Mixing ratio, Visible Light Communication, LDPC channel coding

1. 서 론 

최근, 스마트 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각종 IoT서

비스를 한 센서 랫폼의 확산과 함께 무선 통신 서비

스를 이용하는 기기들이 기하 수 으로 증가되고 있다. 

특히, 홈, 오피스, 개인 매장 등과 같은 공간에서 무선 통

신 서비스 지원에 한 요구가 증하면서, 데이터 트래

픽 증가로 인한 주 수 자원 고갈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

르고 있다 [1-3]. 기존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이와 같은 

한계 은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 발굴에 한 요구로 이

어 지고 있으며, 최근 조명과 통신을 융합한 가시 통신 

(VLC: Visible Light Communication) 융합 기술이 차세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서 각  받고 있다[4-6]. 가시

통신은 실내 환경에서 조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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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 디지털 정보를 

가시 선을 통해 송하기 때문에 주 수 자원 규제로부

터 자유로운 장 을 지니고 있다. 이에, 주 수 자원 고갈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를 할 수 있는 차세  무선 통신 기

술이다[7]. 

기존 가시  통신 련 연구결과에서는 일반 으로 

백색 LED를 이용한 가시 통신 시스템이 주로 연구되었

다. 백색 LED 조명은 Red (R), Green (G), Blue (B) 장

의 혼합 비율에 따라 조명의 색상이 결정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혼합 비율에 따라 각 장 역을 통해 수신된 신

호들은 서로 다른 Bit Error Rate (BER) 성능을 달성 할 

수 있다. 즉, 상 으로 혼합된 비율이 높은 장 역의 

신호는 우수한 BER 성능을 달성 할 수 있으며, 그 지 

않은 장 역의 신호는 상 으로 열화 된 성능을 달

성 한다. 

이러한 백색 LED의 특성을 기반으로 참고문헌 [8]에

서는 R, G, B 혼합 비율에 따라 Scalable Video Coding 

(SVC) 신호의 계층 요도에 따라 선택 으로 각 장 

역에 계층 정보를 할당하여 송하는 연구 결과가 발

표 되었다. 참고문헌 [9]에서는 백색 LED조명의 혼합 비

율에 따라 SVC 계층 신호를 송할 때, 더 많은 계층의 

정보를 동시에 송하기 해 코드 분할 다 화 (CDM: 

Code Division Multiplexing) 기법과 시간 분할 다 화 

(TDM: Time Division Multiplexing) 기법을 결합한 

Hybrid 다 화 기법을 제안하 다. 그러나 와 같은 연

구 결과는 백색 LED조명의 혼합특성을 기반 하여 응용 

시스템 연구에 한 것으로 혼합 비율 특성으로 인한 시

스템 성능 열화 해결책에 한 연구는 미비하다.    본 논

문에서는 White 색상을 달성하기 한 R, G, B 혼합비율 

Type을 기반으로 상 으로 열화된 BER성능을 달성하

는 장 역에 Forward Error Correction (FEC) 기법을 

용하여, 체 시스템의 BER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가시  통신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에서는 

FEC기법으로 Low Density Parity Check (LDPC) 코드

를 용하 다. LDPC 부호는 Shannon의 한계치에 가장 

근 하는 오류정정 부호로 평가되고 있으며, 오류마루

(error floor) 상이 나타나지 않고, 완  병렬처리가 가

능하여 고속 복호가 가능하다[10]. 제안 시스템에서는 

Sum-Product (SP) 복호 알고리즘을 용하 다[11]. 모

의실험 결과는 제안 시스템의 평균 BER성능이 기존 백

색 LED를 이용한 시스템보다 향상 되는 것을 보여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백색 LED

의 혼합 비율에 따른 특성  무선  채  특성에 해 

소개하며, 3장에서는 제안 시스템모델과 가시  통신 시

스템에서 SP복호 알고리즘 기반의 LDPC를 용하기 

해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모의실

험 변수 설명  성능 검증 결과를 분석한다.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에 해 논한다.

2. 백색 LED 혼합 특성 및 광 채널 

모델 

2.1 백색 LED 조명의 혼합 특성 

Fig. 1. Structure of white LED based on R, G, B 3-chips 

[12]

Fig. 1과 같이 백색 LED 소자는 R, G, B 3개의 LED 

chi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chip의 색상을 하

게 혼합함으로써 White 색상을 발  할 수 있다. Table 

1은 [13]에서 연구된 결과를 기반으로 백색 색상을 달성

하기 해 4가지 타입의 혼합 비율   (O/E: Optical 

to Electrical) 변환 효율을 보여 다. 

Red Green Blue O/E Efficiency 
(1m/W)

Type 
1

wavelength 
(nm) 600 555 480

291
mixing ratio 1 0.89 2.51

Type 
2

wavelength 
(nm) 610 555 475

317
mixing ratio 1 1.43 2.29

Type 
3

wavelength 
(nm) 610 555 450

391
mixing ratio 1 2.62 1.96

Type 
4

wavelength 
(nm) 610 565 450

413
mixing ratio 1 11.17 7.19

Table 1. Mixing ratio of 3-chips and their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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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에서, Type 4의 혼합비율에서  변환 효율

이 가장 좋기 때문에 조명의 기능으로서는 가장 하

지만, 통신측면에서는 각 chip간의 혼합 비율 차이가 크

기 때문에 각 부 채 에서의 수신 신호들의 BER 성능은 

크게 차이 나게 된다[13]. 결과 으로 시스템의 평균 

BER 성능이 가장 열화 된다. 한편, Type 경우, R, G, B 

각 Chip 간 혼합 비율 차이가 가장 기 때문에, 4가지 

Type  가장 좋은 BER성능을 달성 할 수 있다. 

한 Table 1에서 백색 LED의 혼합비율에 따라 R, G, 

B 각 장 역에서 방사되는  력은 서로 다르지만, 

백색 LED의 총 방사 력은 4가지 Type 모두 동등하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R, G, B 각 장 역에서의 신

호  잡음비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8]. 

 

 




             (1)

 

  




    (2)

 

  




       (3)

수식 (1), (2), (3) 에서 은 PD에 입사되는 빛 신호의 

총 력을 나타내며, , , 는 R, G, B 각 

장의 혼합 비율을 나타낸다. 한, , , 는 

각 장의  변환 효율을 나타내며, 는 기소량으로 

×[C (coulomb)]이다. 게다가 백색 LED를 이

용한 가시  통신 시스템의 데이터 송률을 로 나타

낼 때, 각 장의 데이터 송률을 무선  채 에서 병

렬로 송되기 때문에 로 정의할 수 있다.  

2.2 무선 광 채널 모델 

가시  통신 시스템에서 기본 으로 BER성능은 수신

기의 PD(Photo Diode)로 입사되는  신호의 력에 따

라 결정 될 수 있다. 무선  채  모델의 종류는 크게 

LOS(Line of Sight) 와 Non-LOS(None Line of Sight) 

채 로 구분 될 수 있다. 한, 태양   다른 원들로

부터 입사되는 배경 들은 AWGN(Adaptive White 

Gaussian Noise)로 모델링 할 수 있다[14]. 본 논문에서

는 LOS 채  환경만을 고려한다. 이와 같은 이유는 제안 

시스템은 채  특성에 선형 으로 비례하여 통신 성능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제안 시스템의 효율을 정확히 측정

하기 해서 채  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하기 때문이다. 

가시  통신에서 수신 신호의 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15].

                  (4)

여기서, 는 송신호의 력이고, 은 수신 신호의 

력이며, 은 채 의 DC이득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15].

  


       (5) 

수식 (5)를 통해 LOS 채 의 경로 손실을 추정 할 수 

있으며, 는 백색 LED조명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나

타내며, 는 빛의 방사각, 은 입사각을 나타낸다. 여기

서 은 ≤ ≤를 만족해야 하며, 는 수신기의 최

 입사각 FoV (Field of View)를 의미한다. 한, 

는 LED 원의 방사 세기를 나타낸다. 한편, 수식 

(5)에서 와 는 수신기의 학 필터 이득과 

학 집 기의 이득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가시  통

신 시스템에서 수신기는 Long-Pass 학 필터와 

Band-Pass 학 필터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학필터를 

사용함으로서, 주변 원으로부터 입사되는 산탄잡음의 

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학 필터의 효

과는 [16] 과 [17]에 설명 되었다. 한, 학 집 기는 

LED 원으로부터 입사되는 빛의 집  역을 증가시켜 

다. 특히, [17]에서 설명된 반구형의 집 즈는 넓은 

FOV(Field of View)와 반향의 집  이득을 얻을 수 있

어 무선  시스템에서 리 사용되고 있는 학 집 기 

이다. 이와 같이, 수신기의 PD에 학 필터와 집 기를 

사용함으로서, 무선  채 에서 산탄잡음과 LED 원으

로부터 수신기로 입사되는 각에 의한 경로손실을 상당부

분 완화 시킬 수 있다.   

3. 제안 시스템 

Fig. 2와 Fig. 3은 제안 시스템의 송신단과 수신단의 

블록도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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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transmitter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system

 

제안 시스템의 송신기에서 이진 입력 데이터는 R, G, 

B 혼합비율 정보를 기반으로 각 장의 부 채 에 입력 

데이터를 할당한다. 이때, LDPC 부호율에 따라 할당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혼합 

비율이 낮은 장 역에서는 신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서 선택 으로 LDPC 인코딩 과정을 수행한다. 그 

다음 펄스 변조 과정을 수행하는데 제안 시스템에서는 

가시  통신 시스템에서 가장 리 사용되는 OOK 

(On-Off Keying) 변조를 이용하 다. OOK는 0과 1비트

의 Euclidean Distance가 가장 크기 때문에, 다른 변조 기

법들과 비교하여 가장 좋은 BER성능을 달성 할 수 있다. 

한 각 부 채 의 송 신호의 정규화를 해, Peak 

Power를 OOK로 변조된 심볼에 곱해주며, 여기서 은 

Dimming Factor를 의미한다. 이진 입력데이터의 0과 1

비트의 비율이 동등할 때, OOK변조에서 Dimming 

Factor는 0.5가 된다. 한 는 송 력을 의미한다. 즉 

OOK 변조에서는 Peak Power로 를 변조된 심볼에 곱

하게 된다. 정규화된 심볼은 세기변조   변환기를 

통해 신호로 환되고 수신기로 방사된다.

Fig. 3. The receiver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system

제안 시스템의 수신기로 입사된  신호는 각 장 

역의 PD를 통해 기  신호로 변환된다. 그리고 복조과

정을 거친 후 LDPC 코드로 부호화된 신호들만 복호화 

과정을 수행한다. 앞서 언 하 듯이, LDPC 복호 알고리

즘으로 SP 알고리즘을 이용하 다. 일반 인 SP 복호 알

고리즘은 연 정 (Soft Decision)을 기반으로 복호화 과

정을 수행한다. 그러나 복조과정을 수행 후 복호기로 입

력되는 데이터는 경 정 (Hard Decision) 데이터이다. 따

라서, 제안 시스템의 복호기에서는 경 정 데이터를 연

정 데이터로 변환해야 한다. 이를 해 우리의 제안 시

스템에서는 사  확률 (a priori probabilities)을 이용하여 

연 정 데이터로 변환한다. 사  확률은 LDPC 복호기를 

동작하기  신호의 오류확률을 의미하며, 이러한 확률

은 Log Likelihood ratio성질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18].   

 












    




    
            (6)

수식 (6)에서, 는 번째 비트스트림의 정보를 의미

하며, 는 오류확률을 의미한다. 각 장 역의 복조  

복호화된 데이터들은 Demux과정을 통해 출력된다.

이와 같이, 각 장의 혼합 비율에 따라 선택 으로 

FEC기법을 용하면 체 시스템의 데이터 송률 감소

를 일 수 있으며, 동시에 시스템의 평균 BER성능을 향

상 시킬 수 있다.

4. 모의실험 변수 및 성능 분석

4.1 모의실험 변수 

Table 2는 모의실험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요약하 다. 

Parameters Values

Optical modulation IM-DD

Pulse modulation OOK

Multiplexing type WDM

O/E conversion efficiency 0.53 [A/W]

Background noise power   [W]

Channel model LOS channel

Noise model AWGN

Data rate 100 [Mbps]

LDPC code rate 1/2

Table 2. Simulatio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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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실험에서 펄스 변조 와  변조 기법으로 OOK와 

IM-DD (Intensity Modulation-Direct Detection) 방식을 

용하 다. 한 제안 시스템의 다 화 기법은 R, G, B 

장 역을 이용한 WDM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이며, 비트 송 속도는 가시  통신 표

을 참고하여 최  송 속도인 100Mbps로 설정하 다. 

한 실내 무선  채 은 LOS와 NLOS의 두 가지 타입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NLOS채 의 경우, 반사 에 의

한 인  심볼 간 간섭 (ISI: Inter Symbol Interference)이 

발생하여 시스템 성능이 열화된다. 이를 해결하기 해 

등화기법, 응  변조기법 등이 사용되지만, 이는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기법과 련하여 크게 주요한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최 의 성능을 달성 할 수 

있는 LOS채 과 잡음모델로 AWGN 을 용하 다.  

4.2 모의실험 결과

Fig. 4에서 Fig. 7까지 모의실험 결과는 혼합 비율에 

따른 R, G, B  평균 BER의 실험 결과를 보여 다. 실

험 결과에서는 Table 1에 나타낸 것처럼 혼한 비율이 작

을수록 BER성능이 열화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

히, Type 4의 경우 R의 혼합비율이 다른 장 역보다 

히 작기 때문에, BER성능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한, R, G, B 장 간 혼합 비율의 차이가 

가장 은 Type 2의 경우가 가시  통신시스템에 가장 

합한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 The BER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mixing 

ratio of type 1

Fig. 5. The BER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mixing 

ratio of type 2

Fig. 6. The BER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mixing 

ratio of type 3

Fig. 7. The BER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mixing 

ratio of typ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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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에서 Fig. 7까지 모의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

는 가장 안 좋은 BER성능을 달성하는 장 역에 LDPC 

채  코딩기법을 용하 다. 아래 Table 3는 각 혼합비

윯에 따른 LDPC 채  코딩 기법이 용된 모의실험 변

수 설정을 나타낸다. 

Mixxing type Red Green Blue
Type 1 X O X
Type 2 O X X
Type 3 O X X
Type 4 O X X

Table 3. Status with LDPC channel coding applied

Fig. 8. The BER performance of proposed scheme

applied to Green in type 1

Fig. 9. The BER performance of proposed scheme 

applied to Red in type 2

Fig. 10. The BER performance of proposed scheme 

applied to Red in type 3

Fig. 11. The BER performance of proposed scheme 

applied to Red in type 4 

Fig. 8부터 11까지는 각 혼합 비율에 따른 BER특성을 

기반으로 가장 좋지 않은 BER성능을 달성하는 장 

역에 LDPC 채  코딩을 용했을 때, 해당 채 의 BER

성능  평균 BER성능을 보여 다. 모의 실험 결과는 

LDPC 채  코딩을 용했을 때, 해당 장 역의 BER

성능이 향상되면서 평균 BER성능도 함께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Type 4의 경우, LDPC 채  코

딩 기법을 용하여도 Red 장 역의 혼합 비율이 다른 

장 역과 비교하여 상 으로 무 기 때문에 

BER성능이 향상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Type 4와 같은 혼합비율은 가시  통신 시스템에서 

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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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백색 색상을 달성하기 해 백색 LED

의 R, G, B 혼합 특성을 기반으로 각 장 역의 BER성

능을 분석하 으며, 가장 BER 성능 열화가 심한 장 

역에 LDPC 채  코딩 기법을 용함으로써, 체 BER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해 제안 하 다. 모의실험 

결과, 부분 으로 열화가 심한 장 역 신호의 BER성

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체 시스템의 BER성능이 향상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LDPC채  코딩을 각 장 역에 부분 으로 용함으

로써, 주 수 효율 감소  데이터 송률 감소를 완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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