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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는 에너지효율과 친환경 장점 이외에도 일반조명

이 갖지 못하는 파장제어, 변조, 편광, 광색가변 등 

복합적 기능들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타 산업과의 융

합에 의한 고부가가치 파생산업을 견인할 것이다.

〇 LED가 갖는 빠른 스위칭 속도와 좁은 스펙트럼 선폭

은 정보통신용 광원으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가시광 대역과 같은 새로운 주파수 영역을 개척

할 것으로 전망된다.

〇 LED 파장 제어기능은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와의 교

감을 통하여 최적의 조명환경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

처럼 LED는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조명기능에서 인

간과 소통하는 감성 매개체로 그 활용영역이 크게 확

장될 전망이다.

* 본 보고서는 IT지식정보인 라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산업진흥회(KAPID)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는 사 의 없이 무단게제   

재배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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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IT와 LED융합 기술 분석 및 향후전망

□ 요   약 

  LED는 글로벌 에너지위기, 환경규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IT융합트렌드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최고의 차세대 광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LED는 

에너지효율과 친환경 장점 이외에도 일반조명이 갖지 못하는 파장제어, 변조, 편광, 

광색가변 등 복합적 기능들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타 산업과의 융합에 의한 

고부가가치 파생산업을 견인할 것이다. 현재의 수동적 조명방식은 사용자에 의해 

감성기반의 능동적 조명으로 제어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네트워크와 연계된 

시스템조명으로 발전하여 에너지 저감 극대화와 스마트 조명의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 LED가 갖는 빠른 스위칭 속도와 좁은 스펙트럼 선폭은 정보통신용 

광원으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가시광 대역과 같은 새로운 주파수 영역을 

개척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시광통신 기술을 활용하면 LED조명과 IT기술을 결합하여 

휴대단말기를 통한 다양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며, LED조명 모듈에 고유의 파장을 

감지할 수 있는 광검출기와 필터기술을 집적하여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하면, 실내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기술과 융합하여 차량간 위치감지와  

보행자 및 신호등과 연동한 교통상황 인지 등, 트래픽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 가능할 

것이다. LED 파장 제어기능은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와의 교감을 통하여 최적의 

조명환경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처럼 LED는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조명기능에서 

인간과 소통하는 감성 매개체로 그 활용영역이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그림1> LED의 다양한 기능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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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LED 융합산업 분야

1. LED산업특성 및 밸류체인의 변화

1.1 LED 융합산업의 부상

  

  2000년대 초 휴대폰에 적용되면서 본격적인 시장을 창출하였던 LED는 2009년 

하반기부터 LCD TV용 백라이트(BLU)에 공급되면서 제2라운드를 맞이하였다. 

이전까지는 휴대가전 기기용 광원이 전체 LED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중대형 LED BLU, 자동차, 조명 등 차세대 수요시장의 지연으로 제한적인 시장 

성장율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으나, 중대형 LED BLU 상용화를 계기로 본격적인, 

규모의 경제로 넘어가기 시작하였다. LCD TV에 이은 제3라운드 시장 드라이브 

원동력은 조명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LED 조명의 대체율은 현재 5% 미만의 

적은 수준이나 백열전구 퇴출 정책과 환경규제, 에너지 절감정책 등에 의해 

각국에서 전략적으로 LED조명산업을 육성하는 상황이며 2015년이면 전체 

조명시장의 25% 이상을 LED 조명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LED가 

조명광원으로 사용될 만큼 성능이 발전하면서 광범위한 영역으로 응용분야를 

확장하고 있으며 기술융합에 의한 신시장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LED 

융합시장은 단순한 LED 응용시장을 넘어서서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제품에 

부가가치가 제고되고, 현재 존재하지 않는 신 시장을 창출할 것이며, 문화․컨텐츠가 

가미된 서비스 산업으로도 영역을 넓혀 갈 것이다. 미래에는 정보통신, 의료바이오, 

디지털가전, 농생명 등 현재의 응용산업에서 한층 더 진화한 융합산업으로 

개화하여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는 ‘빛 경제의 쌀’로서 2020년경이면 300조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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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LED 융합산업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LED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LED산업 제2도약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림3> LED 산업의 발전전망

자료: 지식경제부, LED 제2도약 발전전략 (2011. 5.)

  

1.2. LED 밸류체인의 변화

  

  LED산업은 중대형 LED BLU 수요급증과 조명․응용 산업의 확대 전망을 계기로 

장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규모의 경제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등의 후방산업도 경쟁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응용제품의 

다변화에 따라 디자인․컨텐츠․S/W기술 등의 연관 산업을 포함하는 거대한 산업군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수직계열화에 의한 중소기업 M&A, 대기업의 자본유입 

및 신사업진출 등 시장 팽창에 따른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매우 심한, 신산업성장 

시기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LED소자 등 후방산업은 반도체 기반 

산업으로서 기술난이도가 높고 추기투자비용이 많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특징을 가진다. 반면, LED 응용제품 등을 포함하는 전방산업은 후방산업에 비해 

기업 인프라가 많고 거대 경제규모 및 높은 성장성 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 전체로는 성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나, 분야별 기술수준의 차이와 무역수지 

불균형 등 LED산업 생태계 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LED 융합산업은 디자인․컨텐츠․S/W기술 등의 연계산업을 불러들여 밸류체인을 

확장 시키고 있으며 건축, 복지, 해양수산, 국방, 정보문화, 통신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전방산업에 융합되기 시작하여 새로운 LED 산업 패러다임의 변모가 

시작되었다. 특히 반도체 조명의 디지털 제어기능을 융합한 IT분야는 기존의 

유무선 광통신 분야에 새로운 유망기술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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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LED산업 밸류체인 및 산업별 특성   
  

 

 2. 광IT융합 LED 산업

  광IT융합 LED기술은 조명장치에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LED조명기기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확장할 뿐만 아니라 컨텐츠면에서도 한차원 높은 수준의 서비스 

기술을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현재 적용 가능한 사례를 살펴보면, 가시광 통신기능

을 조명통신 기술, 상황인지에 따르는 지능형 트래픽 제어, 적응적 최적화 에너지절

감, 시스템 운용관리, 위치기반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조명통신 기술은 고속 스위칭이 가능한 LED 기능을 이용하여 조명과 통신기

능을 융합한 새로운 기술이며 지능형 트래픽제어 기술은 이러한 LED 통신 기능을 

자동차, 신호등, 가로등 과 연계하여 최적의 교통상황을 만들어주는 네트워크연동기

술이다. 광IT융합 기술은 기존의 레이저 및 전력선 통신 기술을 이용한 부품․시스템 

산업분야에 LED 기술을 이용함으로서, 보다 간편하게 인간 친화적인 기술을 창출

할 수 있게 되었다. LED는 개발 초기 광 효율이 낮고 제조원가가 높아 산업화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최근의 빠른 성능 발전과 제조비용의 절감으로 조명용 광원으

로 부상하고 있으며 또한, 적절한 소자설계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 맞춤형 광원을 

제공 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됨에 따라 기존의 일반광원으로는 불가능 하였던 새로

운 형태의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반도체로 이루어진 LED는 전자기

술이 핵심인 IT 및 디지털 제어기술에 호환성이 높고 전자의 속도를 감당할 수 있

을 만큼 제어속도가 빨라 광기술과 전자기술을 융합한 다양한 형태로 활용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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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광IT융합 LED기술 서비스 사례

  광IT융합 LED는 현재 기술적으로는 LED제어시스템, LED융합시스템, LED무선

통신시스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LED제어시스템은 네트워킹, 시스템 제어, Full 

Color 제어 등을 포함하며, 융합시스템은 하이브리드 조명장치, 자동차융합기술, 의

료융합제어 등이 포함되고, 무선통신시스템은 VLC(visible light communication), 

PHY-MAC 장치, 무선통신응용, 조명식별, 비가시광 무선통신 등의 기술을 포함한

다. LED 네트워킹 시스템은 유망기술로서 LED 경관조명 제어 네트워킹 기술, 

LED 전광판 제어 프로토콜 기술, 감성조명 제어 네트워킹 기술, 대용량 조명 노드 

제어 프로토콜 기술, 원격 장치간 양방향 송수신 제어 프로토콜 기술, AC-DC 전력 

분배기 제어 기술 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 시스템 제어 장치 유망기술로는 AC-DC 

전력 분배기 제어 기술, LED 조명 테마/무대 조명 제어 기술, 긴급 상황 통보/인지 

LED 조명 제어 기술, 다등용 LED 조명 제어 장치 기술, 상황 인지 센싱 연동 제어 

기술, LED 조명 전기 절감 제어 장치, LED 시스템 유/무선 제어 기술, 인접 조명 

광량 정보 응용 제어 기술, LED 모듈 고장 감지 모니터링/감래/복구 관리 기술, 

LED 시스템 보안 기술, LED 시스템 보안 기술, S/W연동 통합조명제어기술이다. 

Full Color 제어 장치의 유망기술로는 감성 조명 RGB Full Color 제어 모듈레이션 

기술, RGB Full Color 제어 드라이버 기술, Full Color 모듈 IP like 유선 네트워

크 기술, Full Color 모듈 제어 무선 기술, LED 조명 모듈 중앙 제어 기술이다. 

LED 조명모듈 중앙 제어 기술에 포함되는 하이브리드 조명장치의 유망한 기술로는 

75W~800급 독립전원(태양광,풍력)을 이용한 조명 시스템 기술, 채광집광형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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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Hybrid LED 조명 기술이다. 살균 및 환경융합 조명장치의 유망기술로는 친

환경 살균제품 제조기술, 친환경 노광장치 제조기술, 친환경 수처리 제어기술이 있

으나 IT기술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자동차 융합분야 유망기술은 위험인지 조명기

술, 노면주행정보 표시기술, 차량간 주행정보 공유기술, 자동차 헤드램프 융합제어

기술이다. 의료융합 제어장치의 융합기술은 적외선 LED를 이용한 통증치료기술,  

LED센서 통합 피부진단 및 치료기술, 가변파장 LED를 이용한 BIO센싱기술이다. 

LED무선통신 시스템의 VLC PHY-MAC 장치 유망기술로는 VLC PHY 기술, VLC 

MAC 기술, VLC RGB 선별 전기적 신호 필터 기술, VLC - LED 인터페이스 정합 

기술, VLC - 수신 인터페이스 정합 기술등이다. 가시광 무선통신 응용 장치유망기

술로는 자동차 무선통신 단말 기술, 가로등 무선통신 송수신 정합 기술, 가로등 무

선통신 송수신 정합 기술, 신호등 원거리 저속 무선통신 기술, 신호등 원거리 저속 

무선통신 기술, 디스플레이 통신 기술등이다. 조명식별 통신장치 유망기술로는 조명

식별 체계 표준 및 인증기술, 조명식별 관리 서버 기술, 조명식별 응용 서비스 플랫

폼 기술, 위치 추적 및 확인 기술 등이다. 비가시광 무선통신 장치 는 비가시광 초

고속 무선통신 기술이 유망하다. 이처럼 IT 기술을 활용한 LED 기술은 LED 기능

적 측면뿐만 아니라, 네트워킹, 센서, 의료 및 문화․컨텐츠와도 연동되어 전혀 새로

운 개념의 신산업 창출할 수 있으며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한 시스템 조명

으로 진화가 예상된다.

<표1> 광IT 융합 LED 기술 분류

LED제어시스템

LED  네트워킹 장치
LED 시스템  제어 장치

Full  Color 제어 장치

LED융합시스템

하이브리드  조명장치
살균 및  환경융합 조명장치

자동차  융합기술장치

의료융합  제어장치

LED무선통신 시스템

VLC  PHY-MAC 장치

가시광  무선통신 응용 장치

조명식별  통신장치

비가시광  무선통신 장치

출처: LED광 산업기술로드맵, KIAT (2011)

2.1. LED 제어시스템

  

  LED제어시스템은 현재 국내에서 그린스마트 빌딩조명제어기술등에 응용되어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LED Kinetic 연동제어기술로 응용되어가고 있다. IT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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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13에서는 차세대 네트워크의 그린화를 위하여 요구사항, 기능 및 구조, 서비스 

및 응용 측면에서 표준화 항복들을 선별하여 저탄소 기술 표준화 대상으로 추진하

고 있다. 저탄소 기술 표준화 대상으로는 NGN(Next Generation Network) 프레임

워크 자체, 이동성 관리, IPTV 등을 요구사항, 기능 및 구조, 서비스 및 응용 측면

의 기술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저탄소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표준화 대상”에 따르

면 NGN 적용 후 온실가스 감축량이 30-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6> LED 네트워크 조명제어기술 개념도

 저전력 그린 액세스 네트워크 표준화를 위하여 먼저 IEEE802.3에서는 에너지 효

율적인 이더넷 테스크 포스 그룹(IEEE802.3az)에서 에너지 절감 이더넷 관련 표준

(EEE: Energy Dfficient Ethernet)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이더넷 칩 개발회

사(VITESSE, Broadcom, LSI Corporation, 3Com, Solafare) 등에서 에너지 절감 

이더넷 표준제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남플로리다 대학과 플로리다 

대학 및 로렌스 버클리 국가연구소가 공동으로 에너지 절감형 인터넷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이더넷 링크 속도 적응 기술(EALR: Ethernet 

Adaptive Link Rate), 신속한 물리계층 전송 선택 기술(RPS: Rapid PHY 

Selection), 효과적인 스위칭 시간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능형 건물을 

위한 인간 친화적 에너지 절약형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제

어시스템개발이 진행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요소기술들로서 빌딩내의 LED자동조명

을 통한 전력의 최소화 기술, 실내온열 환경측정을 위한 ZigBee기반 스마트온/습도

환경제어기술, 건물내 거주자의 신분확인용 ID-tag 신분인식시스템기술, 거주자의 

신체활동량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 제어시스템기술, 에너지 절약형 통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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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컨트롤러 기술 개발등이 수행되고 있다. 

  LED조명 제어시스템은 LED 모듈 네트워킹 장치, LED 시스템 제어 장치, Full 

Color 모듈 제어 장치 등으로 세분된다. LED 특성을 이용하고 전기전자통신 특성

을 연계하여 조명 기본 기능에 추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Full color 3 in 1 감

성 조명, LED 모듈간 네트워킹에 의한 사무실 조명 전기 절감 시스템 등이 대표적

이라 할 수 있다.  

  LED 모듈 네트워킹 장치는 전기 공급이 아닌 제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네트워

크 기술이 필요하다. 대용량 실시간 제어를 위한 LED 경관 조명 네트워킹 기술, 글

자와 동영상을 실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LED전광판 제어 프로토콜 기술, 감성조명 

제어 네트워킹 기술, 원격 장치간 양방향 송수신 제어 프로토콜, 전기절감형 

AC-DC 전력 분배기 제어 기술 등의 핵심기술이 개발될 전망이다. LED 유선 네트

워킹은 LED 모듈간 연결, LED 시스템 간 연결 등으로 구분된다. LED 모듈간 네

트워킹에 의한 사무실 조명 전기 절감 시스템은 LED 유선 네트워킹 기술에 의해 

전기를 절감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전기가 절감되더라도, 전기 절감에 의한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 현재 조명을 제어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명제어 유

선 네트워킹 기술들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단순히 하나의 스위치로 하나의 조명기

구를 제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다수의 조명기구를 유기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구조가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각 네트워킹 기술은 해당 조명의 용도

와 성능이나 비용 등의 요소가 고려되어 선택되고 개발되어 왔으며, 현재 주목받고 

있는 LED조명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장 

먼저 사용된 방법은 하나의 회선을 사용하여 전압이나 전류를 제어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기술이다. 아날로그 제어방식은 디머(dimmer)를 조절하여 조명의 밝기를 제

어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도 쓰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조명이 집중 제어되어야 하

는 환경에서는 적용하기가 번거롭고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기존 아날로그 제어 프

로토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의 회선을 통하여 다 채널의 신호를 전송하

기 위한 방법들이 연구되었다. 다중채널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날로그 

제어 방법을 확장하여 멀티플렉싱의 형태로 진화되었다. 아날로그 멀티플렉싱 프로

토콜은 기존의 제어방법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적용이 용이했으나, 간섭에 의해 깜

빡임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연구되는 것이 디지

털 멀티플렉싱 방법이다. 특히 디지털신호는 LED와 같은 반도체 조명기술에 적용

하기에 좋은 특징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대

표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 1990년에 표준화 된 DMX 512 프로토콜이다. DMX 

512는 USITT(United States Institute Theatre Technology)에 의하여 표준화된 

디지털 멀티플렉싱 기법으로 전자적 간섭에 매우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512개

까지의 채널을 지원하는 DMX 512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제조사들이 이더

넷(Ethernet)을 언급하고 있다. 가장 효과적으로 채널 수를 늘리는 방법이 이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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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DMX 512의 신호를 탑재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시도로 ShowNet과 ArtNet이 

개발되었다. ArtNet은 빠른 보급을 위하여 공개되어졌고, 사실상의 표준 프로토콜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ArtNet과 같은 이더넷 베이스의 프로토콜은 DMX 

512나 RDM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용된다. 이더넷 프로토콜은 넓은 지역

의 조명제어를 위하여 사용이 되고 지역적으로는 DMX 512나 RDM이 조명기구와 

디머의 제어를 담당하게 된다. LED 유선 네트워킹 기술을 표준 프로토콜로 정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조명시장은 LED

나 OLED를 사용하는 반도체 조명기술에 의해 빠르게 대체되고 있고, 이러한 조명

제어 유선 네트워크 기술의 표준을 확보하기 위한 메이저 업체들의 행보가 더욱 빨

라지고 있다. 전세계 큰 시장을 석권할 LED조명제어를 위한 유선 네트워크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지적재산권(IPR)에 따른 국제 표준을 제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LED 시스템 제어 장치는 LED 개개의 조명이 상호 연출하여 시스템처럼 동작하

게 하여 예전 조명에서 가질 수 없었던 신조명 기능을 제공한다. 3차원 동적 형태

를 보여주는 LED kinetic 연동 제어기술, 사무실 전기 절감을 위한 그린 스마트 빌

딩 조명 제어 기술, 화려하고 동적인 LED 조명 테마/무대 조명 제어 기술, 시감성

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인지 저전력 조명 제어 기술, wall-to-wall 예술 조명 제어 

기술, 긴급상황 통보/인지 LED 조명 제어 기술, 다등용 LED 조명 제어 장치 기술, 

상황 인지 센싱 연동 제어 기술, LED 시스템 품질 보장(QoS) 제어 기술, LED 조명 

전기 절감 제어 장치, LED 시스템 유/무선 제어 기술, 인접 조명 광량 정보 응용 제어 기

술, LED 모듈 고장 감지 모니터링/감래/복구 관리 기술 등이 향후 개발하여야 할 핵심 기

술이다. 

  Full color 모듈 제어 장치는 LED RGB(Red, Green, Blue)에 의해 나노미터 단

위로 색 파장을 제어하여 감성 조명으로 실현할 수 있다. Full color 조명 장치를 

위하여 감성조명 RGB Full Color 제어 모듈레이션 기술, LED 조명 원격제어 송수

신 장치, RGB full color 제어 드라이버 기술, full colow 모듈 IP like 유선 네트워

크 기술, full color 모듈 제어 무선 기술, LED 조명 모듈 중앙 제어 기술 등이 미

래의 핵심 기술이다. Full color 3 in 1 감성 조명은 3 in 1 칩, RGB 색상 제어, 

감성 조명 기구로 구성된다. 3 in 1은 RGB(Red Green Blue) LED 광원이 하나의 

패키지로 집적된다.  RGB 색상제어는 RGB 각각을 모듈레이션 기법으로 동시에 제

어하여 다양한 색상을 창출한다. 감성 조명 기구는 조명의 기본 요소와 방열 기술, 

색체 디자인, 심리 등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감성 조명 기술은 기존의 어둠을 밝히

는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밝히는 조명도 가능하게 한다. LED조명은 (1) 

형광체를 사용하는 조명기기, 즉 청색LED에 황, 녹, 적색 등 단색 또는 다색의 형

광체를 사용하여 백열전구, 할로겐전구, 형광등 등 백색조명기기를 대체하는 색온도

가 결정된 백색 LED조명기기와 (2) 형광체를 사용하지 않는 조명기기, 즉 RGB(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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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따라서는 황색도 포함)의 LED를 사용하여 기존 조명기기로는 구현이 불가능

한 총천연색으로 광색변환하는 LED조명기기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전자는 색변화

가 없으므로 기존조명기기(할로겐, 백열전구, CFL, 형광등 등)를 단순대체에 활용하

여 에너지절감, 친환경, 저가형 LED조명기기의 특징을 가지며 후자는 기존 조명기

기로는 구현할 수 없는 조명의 색변화를 구현하는 특징을 가진다. RGB LED 조명

의 광색변환에 의한 심리, 생리, 감성조명기기로 활용. 경관조명, 건축(도시환경)조

명, 병실조명 등에서 安ㆍ康ㆍ美ㆍ樂의 고기능성을 주는 조명으로 활용가능하다. 

Full color 감성조명 기술은 RGB LED의 제어, 구동의 고급화를 통해 인간의 섬세

한 감성에 미의식, 감정순화, 편안함, 감동 등을 유도하는 조명기술이다. 또한 프로

토콜 설정과 모듈레이션을 통해 조명기기간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세부기술로는 (1) 

고효율 고출력 RGB 3 in 1 광원모듈 및 조명기기, (2) 통신기능 융합형 RGB LED 

Control & Driver IC, (3) RGB 색변환에 대한 인간심리/생리 연구에 기반을 둔 고

급 감성조명 컨텐츠, (4) 통신프로토콜 및 디지털라이팅 통신제어융합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7> Full color 감성조명 네트워크 시스템 체계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form factor가 작고, RGB LED가 수직형으로 배열된 구조

를 가지면서 고집적 제어회로와 방열성능이 우수한 고효율 고출력 RGB 3 in 1 광

원의 개발이 필요하며 광원에 마이크로 렌즈를 집적화하여 공간별 최적의 배광과 

조도 및 총천연색을 발광하는 광원모듈의 설계가 필요하다. 광원모듈에 디지털 통

신기능 보유 지능형 drive IC 및 컨트롤러, LED조명기기간 통신 모듈레이터,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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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감성 기능의 full color 조명컨텐츠로 운영되는 LED조명 시스템 개발이 필요

하다. 이러한 감성조명 체계는 네트워크로 연동 가능하며 RGB LED 광원모듈의 정

교한 디지털 제어로 인간의 심리/생리, 감성에 부합하는 고급조명을 제공하고, 조명

기기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향후 건물에너지관리, 조명기기간 균일조명 및 로칼 

연출조명, U-city 등으로 LED조명 응용분야를 확장시킬 수 있다. 

2.2. LED융합시스템

  LED융합시스템은 독립시스템 형태의 제품에 사용되는 광원을 LED로 대체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분야이다. 국내기술로는 현재 의료, 환경, 살균, 자동차 분야에

서 부분적으로 기술이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간의 융합이나, IT산업과의 연계

를 통한 제어 부분등은 미흡하고 현재 세계적으로도 LED 융합시스템 부분은 기술

적으로 초기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살균용 UV광원은 인위적으로 살균 목적에 맞는 

UV파장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직접 전달되는 UV 형태는  

UV-A(320~400nm), UV-B(280~320nm), UV-C(100~280nm) 3가지가 있으며 

전달도중 대기 중의 오존층에서 대부분 흡수된다. UV-A는 지구표면에 도달하는 

99%형태로 식물에 아주 미약한 영향을 미치며 UV-B는 식물조직의 손상과 인간에

게 피부암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파장대역이고 UV-C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태

워 죽일 수 있는 파장대역이다. 다른 살균법과 비교해 소독하는 시간이 짧으며(박테

리아의 경우 3~7초), 약품을 사용하는 방식과 달리 소독 후에 잔존물이 남지 않는

다는데 장점이 있다. 자외선 살균의 특징으로는 모든 세균류에 유효 하며 피조사물

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아 과일이나 채소류에 조사하여도 산도나 미네랄의 파괴가 

없으며 조사받은 균에 내성을 주지 않고 사용방법이 간단하기에 인위적으로 살균 

파장대에 맞는 UV LED를 제작하여 UV 살균기로서 응용할 수 있다. 의료조명에서

는 통증치료기에는  적외선 LED, 피부노화치료기기에는 황색LED, 치과용 UV 광 

중합기에는 UV와 청색 LED, 메디컬플래쉬, 메디컬 일루미네이션, 스코우프광원등

에는 백색광원이 사용된다. 피부치료에 사용되는 LED광원을 예를 들면, 특정 파장

의 빛은 다양한 광학적 특성을 나타내는데 특히 단색광 성질인  425nm, 660nm, 

830nm대역 3파장은 피부치료에 필요한 살균, 진정, 재생에 관여하는 파장대역으로 

매우 필요한 파장대역이다. 빛을 이용한  광 역학반응에는 순수 청색 파장대역인 

415nm가 관여하게 되는데 항염,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서 여드름의 원인균, 피부

의 정상상재균인 P-Acne을 박멸 할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P-Acne을 잡기위해서

는 99% 순수한 청색파장대역의 광원이 필요하다. 광생체 자극반응에는 적색 파장

인 660nm파장대역이 관여하게 되는데 이 파장대역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작용

을 하여 Cystic Acne, Ph조절, 진정작용, 재생 등에 이용된다. 광열생체자극반응에

는 IR 파장대역인 830nm 파장이 관여하게 되며 세포를 자극하게 되면서 세포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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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콜라겐생성, 엘라스틴생성을 유도하게 되어 잔주름 완화와 미백효과가 있어 

피부를 젊어지게 한다. 색채치료란 색의 에너지와 성질을 이용해 심리치료와 의학

에 활용하는 요법으로 색채는 심리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신체활동이나 질병의 경과

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컬러 중에서 각자에게 잘 맞는 컬러를 찾아내고 이용

함으로써 심신의 균형과 조화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으로  컬러가 가진 에너지를 이

용하여 각자 체질과 상태에 맞는 컬러를 찾아 심리적 안정감, 집중력 강화 효과, 신

체 밸런스 조율, 유지에 활용한다.

 

 <그림8> LED 융합시스템 산업 사례

  

한편, 밝고 화사한 색은 기분을 좋고 들뜨게 해주며 따뜻한 색은 일반적으로 원기

를 북돋고, 차가운 색은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고 어둡거나 칙칙한 색은 대개 기분

을 침울하게 만든다. 흥분된 상태에서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파란색을 

이용하여 교감 신경계에 작용하도록 하고 무기력하고 활력이 없을 때는 주홍색을 

이용하여 뇌와 동맥에 자극을 주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다. 분홍색은 몸의 

진동을 높여 활력을 주고 오렌지색은 뇌자극과 염증감소효과, 스트레스 해소와 심

리적 안정, 의욕 상승 등의 몸의 기능을 정상화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갖는다. 레

몬색이나 노란색은 기억력을 높이는 기능, 빨강색은 적혈구 증가와 모발과 두피 혈

액순환 개선효과 및 온열 작용이 있고 녹색은 모세혈관 순환 개선, 파란색은 근육

긴장 감소와 진정작용, 보라색은 뇌를 자극하여 신체 밸런스를 조절하고, 머리를 맑

게 하며 두뇌활동의 안정에 기여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하며 만성피로감을 개선

하는 등 다양한 색채를 이용한 심리치료에 활용 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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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LED 무선통신 시스템

  LED 무선통신 시스템은 현재 국내에서 LED조명통신융합 PHY 기술, LED조명통

신융합 MAC 기술초기수준이다. 가시광 무선통신기술은 디지털 조명과 통신을 융합

한 통신기술이기 때문에 통신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신, 빛 색에 따른 선

별통신, LOS(Line of Sight) 통신 보안을 보장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 조명

은 반도체에 의해 빛을 발광하는 LED조명을 말하며 조명의 스위칭 속도를 초당 

200회 이상으로 변조시킬 경우 인간의 눈에는 항상 켜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명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2진법으로 정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기능을 이용

한 것이다.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아날로그 조명에 

비하여 기술 융합력이 높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조명 및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시광 무선통신 효과로서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며, 주파수 허

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ISM과의 간섭도 없으며, 물리적으로 보안기능을 제공하고, 

위치기반 초정밀 측위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9> 가시광 LED 통신 개념도

출처: LED통신연구팀, ETRI (2010)

  가시광 무선통신 시스템은 LED 조명을 통신광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선통신

으로 인하여 조명의 기능이 상실되어서는 안된다. 조명 기능을 유지하면서 무선통

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PHY 기술이다. 또한, LED 신호등 통신, 

LED 가로등 통신, LED 자동차간 통신, LED TV 통신도 가능하다. 기존의 조명이 

아날로그 조명이라고 한다면, LED 반도체 조명은 디지털 조명이라고 할 수 있다. 

메모리와 프로세서 반도체에서 지난 20년간  전자기기와 통신기기를 창출하여 왔

듯이, 앞으로는 LED 반도체 조명의 디지털 제어 기술에 의해 조명과 디지털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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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융합한 신개념 제품들이 창출될 것이다. VLC PHY-MAC 장치는 VLC PHY 기

술, VLC MAC 기술, VLC RGB 선별광필터 기술, VLC RGB 선별 전기적 신호 필

터 기술, VLC LED 인터페이스 정합 기술, VLC 수신 인터페이스 정합 기술 등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가시광 무선통신 응용 장치는 LED 조명의 활용 범

위가 넓은 만큼 응용 장치도 매우 넓다. 자동차, 가로등, 신호등, 디스플레이, 방송 

등의 응용 장치가 현재는 없지만 10년 이내에 미래 산업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다. 

가시광 무선통신 응용 장치는 자동차 무선통신 단말 기술, 가로등 무선통신 송수신 

정합 기술, 가로등 WAN/LAN 정합 기술, 신호등 원거리 저속 무선통신 기술, 전광

판 통신 기술, 디스플레이 통신 기술, 복합 방송 수신 기술 등의 핵심기술을 반드시 

개발하여야 한다. 조명 식별 통신 장치는 LED 조명 각각 식별체계를 갖고 그 식별 

체계를 응용한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다. 소분류 조명 식별 통신 장치의 핵심기술

은 조명식별체계 표준 기술, 조명식별 인증 기술, 조명식별 관리 서버 기술, 조명식

별 응용 서비스 플랫폼 기술, 위치 확인 기술, 위치 추적 기술 등이 있다. 가시광 

태그 장치는 객체마다 정보 태그를 입력하고 이를 이용하여 객체의 정보 통신을 실

현할 수 있는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다. 가시광 태그 장치의 핵심 기술은 

광태그 식별 표준 기술, 광태그 저가형 수신 기술, 광태그 양방향 송수신 기술 등이 

있다.  LED 조명은 디지털로 제어가 가능하여 기존 조명의 아날로그 제어에 비하

여 제어가 쉽고 다양한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 LED는 가시광 뿐만 아니라 자외선, 

적외선에 걸쳐 제작이 가능하다. 현재 무선통신용으로 적외선 RC LED를 이용한 

IrDA 방식의 근거리 통신과 무선 리모콘용 적외선 LED가 활용되어 지고 있으며 

 2.3.1 LED 무선통신 기술특성

   LED 무선통신은 LED를 사용하는 곳 어디서나 통신이 가능하다. LED 디스플레

이 경우에는 영상화면 및 음성의 시청여부 외에 부가통신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인 경우에는 휴대폰간 통신이 가능하고(블루투스 기능) 휴데폰과 조명, 휴대

폰과 디스플레이 간 통신도 가능하다. LED 통신의 기본 기능 이외에 융합에 의한 

LBS(위치기반 서비스), LED ID, 광센서, 네트워크 전광판, 지능형 가로등 등의 연

관산업이 파생될 것이다. LED 가시광 파장은 380nm - 780nm 사이의 파장에 해

당되며 가시광 무선통신에서 사용되는 파장을 주파수로 환산하면 385 THz에서 

789 THz 대역에 걸쳐 분포된다. 적외선 LED인 870nm - 900nm 영역에서 사용

되는 IrDA와 근접한 주파수를 사용하지만 조명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반면, 기존 무선통신 방식인 ZigBee, IrDA, 블루투스 등은 통상 비가시광 

영역의 ISM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주파수를 사용한다. 이

들은 조명 기능이 없기 때문에 통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트랜시버 장치가 별

도로 설치되어야 하고 통신 기능의 수행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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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장으로 사용되는 RF 통신과 비교하면, 시인성 외에 보안성이 강화된다는 장점

도 있다. 

<표2> 가시광 무선통신 기술과 타 통신기술 비교

 <표3> LED기반 가시광 통신과 RF 무선통신 기술의 비교

  현재 개발된 ZigBee, UWB, RFID 통신기반에서 사용되는 2.4GHz 무선 주파수 

대역은 물 분자의 고유 주파수 대역으로 공진현상을 일으켜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

며 비가 올 경우 공기 중의 수분과 공진을 일으켜 통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LED 기반 가시광은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운 주파수 대역이다. 인간의 눈에 인지

되는 빛을 통신용 광원으로 사용하므로 데이터의 전송가능 범위를 즉시 확인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보안이 확보되어 외부잡음이 거의 없고 감청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전자파가 없으므로 인체 유해성 시비로부터 자유롭다. 이러한 장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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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에 의한 통신장애로 인해 적용이 힘들었던 항공기, 병원, 원자력발전소 등에

도 활용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2.3.2 LED 무선통신 국제표준

  

2011년 7월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IEEE 802.15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표준화회의 총회에서 IEEE 802.15 의장은 가시광 무선통

신 표준개발이 완료되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는 2007년 11월 IG (Interesting 

Group)에 의해 미국, 일본, 한국, 독일 등 관심있는 전문가 모임이 결성되면서 착수

한 국제표준 작업의 결과이다. 당시 SG(Study Group)에서 표준 목표를 결정하였으

며, TG(Task Group)에서는 각 나라 각 기관별로 표준 제안을 받아 경합, 조율, 합

의 등을 통하여 표준 초안을 만들었다. 5차례의 LB(Letter Ballot)에서 발생된 

2,000개가 넘는 코멘트를 해결하고, 약 3차례의 SB(Sponsor Ballot) 코멘트를 해결

한 결과로 286 페이지의 영문 국제표준이 비로소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에 IEEE 

802.15(TG7) 가시광 무선통신 PHY/MAC 국제표준이 완성됨에 따라 가시광 무선통

신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척될 전망이다. 이번 국제표준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ETRI가 주도하였으며 미국 인텔, 독일 지멘스가 협력한 결실로서, LED 조명의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기술로 향후 

거대 LED 융합시장의 핵심기술로서 매우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4> 가시광 무선통신 PHY/MAC 국제표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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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IT융합 LED 산업의 기술개발 발전전망

  정부는 2011년 5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대표적 녹색산업이자 핵심 신성장

동력인 LED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LED산업 제2도약 전략”을 발표하

였다. 이는 2008년 5월 지식경제부가 LED 산업육성을 위해 처음 발표한 “LED산

업 신성장동력화 발전전략” 이후 변화한 국내외 산업환경을 반영하여 3년만에 내놓

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서 LED 후발국의 지위에서 LED 융합산업 선도국의 지위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제안이다. 또한, 연이어 2020년까지 공공기관 100%, 국가 전체 

60%를 LED 조명으로 대체하기 위한 2060 프로젝트를 발표함으로서 LED 조명과 

융합산업 강국으로 가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었다. LED 신융합시장 주도를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LED 강점을 살린 인간․환경중심 솔루션 개발이 

필요하고, LED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IT 

R&D 발전전략 회의를 통해 중장기 로드맵과 세부실행 전략이 도출되었다.

  LED 관련 인프라를 IT기술 융합으로 활용한다면, 실생활 조명과 함께 할 수 있

는 IT 통합 융합 제품의 저변확대와 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LED 융

합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LED 스펙트럼을 다변화하여 청색(백색) LED 위주의 

단편적 산업육성을 지양하고 원천기술 중심의 특수파장(UV, IR) 및 풀컬러

(R/G/B/O/Y) LED로 기술다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LED소자 저가화 및 고효

율화 구현 등 LED 플랫폼 패키지 핵심 요소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IT 기술 

결합을 통해 획기적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다양한 고부가가치 신기능을 구현하는 

‘시스템 조명’ 개발과 같은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인간감성과 생

활의 질을 증진시키는 빛 환경 관련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LED 유무선 통합제어 

솔루션 개발을 완료한다면, 휴먼감성 조명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기술 위주의 개발보다는 제어회로 및 시스템 원천기술과 핵심 부품의 모듈화 및 플

랫폼화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하고, 관련업계, 대학, 연구소의 기술교류를 통

한 응용기술 장벽해결 및 기술/시장 동향분석을 통한 단계별 우선순위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호환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모듈화 개발에 중점을 두

고 플랫폼의 유연성을 가지고 국내외적 동향을 반영한 개발 전략 수립해야하며 개발 초

기는 플랫폼을 모듈단위로 개발하되 기본적인 기능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스템 검

증 체계마련을 목표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에 에너지 절감 및 부가적인 통

합 기술을 접목하여 시스템의 다기능 구현을 목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LED 융합산업

은 중소기업 맞춤형 산업으로서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파트너쉽 강화가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 대․중소기

업 간 역할분담 및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중소기업 특화․전문화를 위한 분야 발굴․
지원, 산업계 역량결집 방안 등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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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광IT융합 LED산업로드맵 및 관련기술 개발전망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연도별 주요 
목표(성과)

LED  원 플랫폼 패키지  
요소기술

 LED-유무선 통합
 제어 솔루션

휴먼감성LED
시스템

LED 
제어 

시스템

혁신
제품

총천연색 제어 및  
네트워킹 부품 

통합 조명 네트워크 기술
건물에너지 
제어기술 및 
U-city 제어 

원천
기술

총천연색 유/무선 
제어  모듈 기술

조명 네트워크를 통한 총천연색 
제어 및 전력 제어 기술

대면적/대단위 
LED 조명 제어 

시스템  

심리/감정/생리 
기반의 Driver IC 

지능형 조명 제어시스템 
개발

지능, 감성, 콘텐츠 
통합형 LED 시스템 

조명 제어 기술

조명과 인체/환경 
관계 규명 

환경과 조화로운 조명 
콘텐츠 제어 기술

고연색성 실현 다색 
광원 기술

다색 광혼합 제어 기술

Signal Modulation 
기술

제어 네트워크 기술
LED 조명 

u-city 테스트 
베드 

LED 
융합 

시스템

혁신
제품

 의료/살균/환경 융합  LED 
부품

의료/살균/환경 융합 시스템 기술

자동차 융합 기술 장치
지능형 자동차 

시스템

원천
기술

 다양한 파장 LED 제조 기술 
및 연색성, 색온도 제어

소형 의료 및 살균/수처리 시스템 개발

통신기능을 구비한  
전조등 및 후미등

차량간 네트워크 및 제어 기술 
차량 간 정보 
공유 시스템

LED 
무선 
통신 

시스템 

혁신
제품

가시광 무선 통신 
부품

가시광 무선 통신 응용 장치
가시광 무선 통신 

제어 시스템

원천
기술

VLC PHY-MAC 기술 조명 간 무선 통신 기술
통합 제어 

시스템 기술

절전형 VLC-디밍 
조명 기술

대용량 콘텐츠 기술
조명 기반 실내 

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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