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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Phosphor converted white LED (PC white 

LED)는 긴 수명과 높은 에너지 효율 때문에 
기존의 백열전구 및 형광등과 같은 전통 
조명시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특히 PC 
white LED 는 RGB-LED 에 비해서 전류 구동 
모듈이 간단하고, 효율적이어서, 식물공장, 
조명, 통신 등의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1, 2]. White LED 는 크게 Blue LED 와 
Yellow 형광체를 이용한 방법, RGB LED 를 
함께 이용하는 방법, UV LED 와 형광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번째 방법인 Blue LED 와 Yellow 형광체를 
이용한 방법은 Blue LED 의 효율이 대폭 
개선되고, 간단한 구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White LED 제조 방법이다. 하지만, 
느린 Phosphor 의 응답 속도 때문에 RGB-
LED 에 비해서 변조 속도가 낮아지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White LED 를 공장 
조명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 
신호를 브로드캐스팅에 응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3].  

본 논문에서는 PC white LED 를 이용하여,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20 채널의 LED 
구동 보드를 개발하여, 2Mbps 급의 신호를 PC 
White LED 를 통해서 전송해 보고자 한다.  

 
2. 실험 셋업 

 
Fig. 2 는 National Instrument 사의 

Labwindows CVI 를 이용하여, 전류 구동 
모듈을 제어 할 수 있는 Graphic User 
Interface 이다. 단위 펄스 시간과 Duty Ratio 
선택을 통해서, 전송 속도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 LED 신호가 On 일 때 
요구되는 전류량과 LED 신호가 Off 일 때 
요구되는 전류량을 각각 독립적으로 설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PRBS 패턴 또한 전송 
테스트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여 
개발되었다. 

 
Fig. 1 Conceptual image of the green smart factory 

through the white LED lightings [3].  
 

 
Fig. 2 Developed graphic user interface to control the 

20 channels LED driv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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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developed 20 channels LED driving 

module and the visible light detecting module 
including the Si-detector, the transimpedance 
amplifier and limiting amplifier.  

 
   Fig. 3 은 개발된 20 채널 LED 구동 모듈과 
Fig. 2 에서 나타낸 GUI 를 이용한 실험 셋업 
사진이며, PC White LED 를 통해 출력된 
광신호는 Si-Photodiode 와 Transimpedance 
Amplifier 및 Limiting Amplifier 를 거쳐서 TTL 
Logic Level 신호로 광전변환 되었으며, 이를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3. 실험 결과  

Fig. 4 는 Fig.3 의 실험셋업에서 보인 바와 
같이, 광전변환된 TTL Logic Level 신호를 
오실소스코프를 통해서 관찰한 신호의 파형을 
나타낸 것으로, Fig. 4 의 파형 조건은 LED 
On 시 60mA 와 Off 시 0mA 로 설정되고, Duty 
Ratio 는 50%로 유지하였다.  

 
Fig. 4 Waveform of the detected signal from the 

optical-to-electrical converter.  

Fig.4 의 그림 내부에 나타낸 커서와 같이 
펄스폭이 약 2.717MHz 가 됨을 알 수 있으며, 
설정된 전류 Duty Ratio 에 비해서 광전변환된 
신호의 Duty Ratio 는 다소 증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50%의 Duty Ratio 
유지를 위해서는 사전에 Duty Ratio 를 약간 
작게하는 전략으로 원하고자 하는 Duty 
Ratio 를 조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PC White LED 를 이용하여 
Mbps 급의 광신호를 개발된 광전변환 모듈과 
검출기 모듈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전송 
가능함을 실증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산업용 통신으로 주로 이용되는 Serial 통신 
속도의 프로토콜은 PC White LED 를 이용한 
전송으로도 충분히 구현 될 수 있음을 예상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들에 의해서 RS-232c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PC white LED 를 이용한 신호 
전송 모듈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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