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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  통신을 이용한 사용자 인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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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가시  통신을 이용한 사용자 인식 시스템의 구  방법과 시스템 동작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가시  통신을 이용한 사용자 인식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시스템 기반의 송신부와 오 소스 컨트롤러 기반의 

수신부로 나뉘어져 있다. 송신부 모듈에서는 사용자의 개인 인식 정보 데이터를 코드로 변환하고 이를 안드로

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카메라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가시 으로 변환하여 수신부로 송한다. 수신부에서는 

포토다이오드 모듈을 통해 가시 을 수신하고 이를 기신호로 변환한다. 수신 데이터에 한 로세싱 모듈 

역할은 오 소스 컨트롤러가 맡게 되며, 본 시스템에서는 AVR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의 아두이노를 사용하

다. 버스트모드(burst mode) 방식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0111의 비트 패턴을 스타트비트로 설정하고 이를 인

식하도록 하 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시스템은 가시 을 매개로 맨체스터 데이터 인코딩 (Manchester data 

encoding)방식의 데이터 송신과 수신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the implementation of an user-aware system using a visible light communication and its 

operations. The user-aware system using a visible light communication consists of the transmitter based on the 

Android system and the receiver based on an open-source controller. In the transmitter, user’s personal information 

data is encoded and converted to visible light signals by the Android camera interface. In the receiver, the photodiode 

module receives the incoming visible light signals and converts to electrical signals and the open-source controller, that 

is arduino processes the received data. The processing module finds the start bit of 0111 to determine the user 

information data from the packet for the burst-mode communication.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proposed system successfully transmits and receives visible light data with the manchester en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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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를 매개로한 무선통신에서는 주 수자원이 한

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 종류별로 주 수 역을 분

할 할당하여 사용하고 있다. 최근 5G와 같은 새로운 

통신 기법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주 수 할당 구조에 

추가로 새로운 주 수 역의 발굴  분배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1]. 이러한 요구에 응하고자 

새로운 주 수 자원 측면에서 가시  통신(Visual 

Light Communication)의 IEEE 802.15.7 표  규격이 

완료되었다. 가시  역의 출력 장 780nm ~ 380nm 

(주 수로 환산 시 385THz ~ 789THz)은 주 수 할

당의 문제가 상 으로 고 국제 으로 호환성이 

좋고, 가시  스펙트럼 사용에 한 규정이 없어 자유

도가 높아 재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가시  통신의 장 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조명 인

라를 그 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가시

은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뛰어

나다. 하지만 주변 의 간섭에 의한 통신장애가 일어 

날 수 있다는 단  한 존재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가시  통신은 실내 근거리 통신시스템으로 활

용될 수 있다. 

실내 근거리 통신시스템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응용

시스템  하나가 바로 사용자 인식 시스템이다. 간단

히는 RFID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ID를 단말

기에 인식시킴으로써 사용자의 존재 여부를 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ID카드 발 에 한 비

용, 사용자 인식 이후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단

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표 인 근거리 통신시

스템은 RF(: Radio Frequency)를 사용하는 블루투스

를 이용하는 방법이다[2-5]. 보안키를 이용하여 단말

기와 사용자간 페어링(pairing)을 함으로써 사용자 인

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블루투스는 일반

으로 10m 이내에만 있으면 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가 필요한 공간에 치하고 있지 않더라

도 인식시스템에 속하여 인식시킬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인식 뿐 만 아니라 

이탈 여부도 단가능하며, 인식의 공간 범 를 최소

로 제한 할 수 있는 사용자 인식 시스템을 제안한다. 

사용자 인식 시스템은 가시 을 통신 방법으로 사용

하고 있으며, 오 소스 컨트롤러  하나인 아두이노

(arduino)로 제작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시스템의 구

조와 로토콜 그리고 동작 알고리즘에 해서 설명

하며, 제 3장에서는 시스템의 구   동작 검증에 

해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 본 연구에 

한 결론을 정리한다.

Ⅱ. 사용자 인식 시스템

2.1 시스템의 구조

그림 1은 가시  통신을 이용한 사용자 인식 시스

템의 체 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가시  통신을 

이용한 사용자 인식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시스템 기

반의 송신부와 오 소스 컨트롤러인 아두이노 기반의 

수신부로 나뉘어져 있다. 송신부 모듈에서는 사용자로

부터 입력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인식 정보 

데이터를 코드의 형태로 생성한다. 생성된 코드는 안

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인터페이스로 달된다. 스

마트폰 인터페이스는 개인 인식 정보 데이터 코드를 

LED 래시 드라이버 회로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디

지털 비트 값에 맞춰 회로의 출력을 스 칭 한다. 수

신부에서는 포토다이오드 모듈을 통해 가시 을 수신

하고 이를 기신호로 변환한다. 수신 데이터에 한 

로세싱 모듈 역할은 오 소스 컨트롤러가 맡게 되

며, 본 시스템에서는 AVR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의 

아두이노를 사용하 다[6-9]. 수신된 개인 인식 정보 

데이터는 로세싱 블록인 아두이노로 달되어 사용

자 가입 시 형성된 데이터베이스 상의 사용자 인식 

데이터를 참조한다. 데이터베이스 상에 존재하는 동일

한 데이터를 수신했을 경우 아두이노에 연결된 LCD 

디스 이에 사용자 인식번호를 나타낸다.

2.2 로토콜

본 시스템에서 사용한 통신의 방법은 가시 을 매

개로 한 디지털 통신이다. 이때 데이터의 송 형태는 

비트스트림을 지속 으로 송하는 형태가 아닌 데이

터 송이 필요한 경우에만 데이터를 송하고 송

이 완료되면 채 을 유휴 상태로 환하는 버스트모

드(Burst mode) 방식을 사용하 다[10]. 이러한 방식

을 통해 시스템 입출력 회로가 사용하는 력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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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시  통신 사용자 인식 시스템의 체 구조
Fig. 1 Block diagram of the user-aware system using a Visible Light Communication

    
그림 2. NRZ 방식의 비동기식 통신 시 데이터 수신 

실패 사례
Fig. 2 Incorrectly received data using asynchronous 

communication with NRZ data

를 최 한 감소시키는 장 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송 시작이 무작 로 일어나기 때문에 올바

른 데이터 수신을 해서는 송신부와 수신부 간 동기

화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2는 NRZ(non 

return to zero) 방식의 비동기 통신 시 발생할 수 있

는 통신 오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송신부가 데이터 

송이 필요한 시 에만 데이터를 송하는 경우, 수

신부는 유휴상태로부터 읽어낸 데이터와 실제 입력된 

데이터스트림  첫 번째 비트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

다. 수신부로 입력되는 데이터는 유휴상태의 임의의 

신호에서 유의미한 값을 가진 데이터로 순차 으로 

환되므로 수신부의 클록 신호는 유휴상태의 신호와 

입력데이터를 모두 샘 링하여 로세싱 모듈로 달

한다. 샘 링된 신호 에 유의미한 데이터만 추출하

기 해서는 송신부가 보낸 데이터가 최 로 입력된 

시 을 수신부가 알아야 하지만, 데이터 송신이 임의

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만약 

송신부가 유휴상태에서 벗어나 1001 이라는 데이터 

송을 했을 때 수신부에서는 첫 번째 데이터 입력 

시 을 단할 수 없으므로 첫 번째 데이터를 유휴상

태 신호 값으로 오인하여 수신된 데이터가 0100 이라

고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해 논

리 값 0은 0,1으로, 논리 값 1은 1,0으로 변환하여 

송하는 맨체스터 데이터 인코딩 (Manchester data 

encoding)방식을 사용하 다. 송패킷을 14 bit로 규

정하고 패킷의 시작을 알리는 스타트비트(start bit)를 

사용하는 비동기식 통신을 사용하 으며, 패킷의 끝을 

알리는 엔드비트(end bit)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낭

비되는 데이터 비트를 제거하여 송효율을 증가시켰

다. 논리 값 0은 01 논리 값 1은 10의 형태로 수신부

에 입력되므로 연속된 패킷 데이터는 표 1과 같이 

0111의 패턴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스타트비트를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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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송 패킷 데이터의 패턴
Table. 1 Patterns of the transmitted packet data

Bit pattern Encoded packet data

0 01

1 10

00 0101

01 0110

10 1001

11 1010

(a)

 (b)
 

그림 3. (a) 데이터 패킷의 구조와 (b) 연속된 데이터 
패킷의 송

Fig. 3 (a) Structure of the used data packet and (b) 
gapless data packet transmission

로 지정함으로써 사용자 인식 데이터의 시작지 을 

단하고 스타트비트 패턴 직후에 입력된 비트부터 

사용자 인식 데이터로 사용하 다.  

 그림 3은 송 패킷의 구조와 임의의 생성된 데이

터 패킷을 연속으로 송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a)와 같이 수신부에 도착한 사용자 인식 데이

터는 0111의 비트 패턴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수신부

에서는 지속 으로 연속된 4개의 비트 값에 한 비

교 연산을 수행한다 수신부에 입력된 랜덤 데이터의 

첫 번째 비트가 0인 경우 다음 비트가 1인지 체크하

    
그림 4.  포토다이오드 모듈의 회로도

Fig. 4 Schematic of the photodiode module

고, 결과가 참인 경우 다음 연속 두 개의 비트가 11인

지 확인한다. 모든 경우가 참인 경우에 그 다음 연속 

비트부터 2개의 비트씩 읽어서 하나의 디지털 비트로 

변환하는 복호화 과정을 수행한다. 그림 3(b)는 데이

터 패킷이 연속으로 입력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본 시스템에서 데이터 패킷의 길이는 총 사용자의 수

에 따라 결정된다. 사용자의 수에 따라 결정된 데이터 

패킷의 길이는 수신부에서 단일 데이터 패킷이 수신 

되었는지, 복수의 데이터 패킷이 연속으로 수신되었는

지 단하는데 사용된다. 수신부가 수신 비트의 복호

화를 수행할 때 수신 비트의 수를 셈으로써 데이터의 

끝을 단하며 데이터 끝으로 상되는 경우, 그 이후 

입력 패턴이 00인 경우는 데이터 없음으로 단하여 

수신을 종료한다. 그러나 만약 입력 패턴이 01인 경우 

데이터 0의 부호화 패턴과 일치하므로 그 다음 2개 

비트까지 단하여 11인 경우 새로운 패킷의 시작으

로 인식한다. 그러나 만약 다음 두 비트가 01이나 10

인 경우 패킷 길이 설정과 맞지 않음으로 송수신 오

류로 단하여 입력된 패킷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다. 이를 통해 송수신 오류로 인해 다른 사용자로 오

인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2.3 가시  수신 모듈

그림 4는 수신부의 포토다이오드 모듈의 회로도를 

보여주고 있다. 송신부에서 가시 으로 변환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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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는 수신부의 포토다이오드 모듈에 의해서 기신

호로 다시 복원된다. 입력된 가시  신호는 주변 으

로 인한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On/Off를 

단하기 한 기  압 벨 설정이 필요하다. 이 모

듈에서는 가변 항을 통해 가시 의 세기를 구분할 

수 있는 기  압을 생성하 다. 연산증폭기의 두 개

의 입력 단자 , 양 단자(+)에는 포토다이오드에 의

해 생성되는 압 신호를 입력하고, 음 단자(-)에는 

기  압을 연결하 다. 포토다이오드 압이 기  

압을 과했을 경우 이 차이를 증폭하여 디지털 신

호 1을 출력하고, 포토다이오드 압이 기  압 미

만을 경우 음의 압을 증폭하여 출력함으로써 디지

털 신호 0을 출력한다. 비교 기  압을 생성하기 

해 10kΩ 항을 사용했으며 연산증폭기는 LM393를 

사용하 다.

2.4 알고리즘

그림 5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동작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회색 블록은 송신부인 안드로이드 모바일 시스

템의 동작을 의미하고, 흰색 블록은 수신부인 아두이

노 시스템의 동작을 의미한다. 체 시스템이 동작을 

시작하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데이터를 송신할 비

를 한다. 안드로이드는 6.0, API 23 Marshmallow 버

부터 근 허용(Permission) 없이 해당 어 리 이

션 작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스템 동작 시 카메라 

모듈에 한 근 허용 확인이 첫 번째 동작이 된다. 

카메라 모듈이 동작 상태라면 바로 카메라 모듈의 

LED 래쉬를 동작시켜 가시  데이터를 송하고, 

카메라 모듈이 동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모듈 근

을 한 과정을 거친 후 LED 래쉬를 통해 가시  

데이터를 송한다.

아두이노 시스템에서는 포토다이오드 모듈에 의해 

검출된 가시  데이터를 내부 지스터에 장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수신된 비트 스트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비트가 스타트비트일 경우 데이터 수

신을 시작한다. 그 이후 수신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

스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와 동일하면 해당하는 사용

자 정보를 LCD 디스 이로 출력하게 된다. 아두이

노 시스템은 포토다이오드 모듈을 통해 데이터를 수

신 받으며 동시에 LCD 디스 이에 메시지를 출력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수신

    
그림 5. 가시  통신을 이용한 사용자 인식 시스템 

알고리즘 
Fig. 5 Algorithm of the user aware system using a VLC

과 결과 출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해서 인터럽트 

기능을 사용하 다. 포토다이오드 모듈에 빛이 감지되

는 경우에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고, LCD 디스 이 

기능을 지한 후 데이터 처리를 수행한다. 데이터 처

리  인식이 완료 되면 다시 LCD 디스 이 구동

으로 돌아가 업데이트 된 디스 이 데이터를 출력

한다. 

Ⅲ. 시스템 구  결과

그림 6은 센서 모듈, 로세싱 모듈, 디스 이 모

듈로 구 된 가시  통신을 이용한 사용자 인식 시스

템의 체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송신부는 안드로이

드 기반의 스마트폰으로 구 되었으며, 수신부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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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사용자 인식 시스템의 구성
Fig. 6 Composition of the user aware system

그림 7. 안드로이드 모바일 인터페이스 화면
Fig. 7. Display of Android mobile interface

세싱 모듈 역할을 하는 아두이노와 센서 모듈인 포토

다이오드 모듈, LCD 디스 이 모듈로 구성되어 있

다. 아두이노에 탑재된 로세서의 특성 상 멀티태스

킹이 불가능하므로 데이터를 수신하며 디스 이 모

듈로 출력하는 기능이 병렬 수행 될 수 없다. 따라서 

그림 8. 수신된 가시  신호의 측정 형
Fig. 8 Measured waveform of the received visual light 

signals

본 시스템에서는 가시 을 수신하는 측면에서 블랙아

웃 되는 구간을 최소화하기 해서 메인 루 에서 디

스 이 출력을 항시 진행하고, 가시  데이터 발생

시 외부 인터럽트 기능을 이용하여 디스 이 출력 

기능 수행을 단하고 가시 을 검출하도록 하 다. 

성공 으로 데이터 송신과 수신을 완료하면, 데이터베

이스 내의 사용자 데이터와 조한 후 알맞은 사용자 

번호를 디스 이 함으로써 사용자 인식 기능을 수

행한다.

그림 7은 송신부인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동작화면

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가 자신의 고유 데이터를 수

신부로 송하기 해서는 회원가입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로그인 과

정을 통해 속 성공하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속

자의 정보를 보여주고 가시 을 사용하여 사용자 인

식 데이터를 송할 수 있는 모드를 제공한다. 가시

통신 모드 화면에서 카메라모듈 사용을 한 근 허

용 버튼을 른 후 송 버튼을 르면 사용자 인식 

데이터가 가시 의 형태로 송된다.

그림 8은 송신부가 가시 을 사용하여 송한 데이

터를 수신부가 포토다이오드 모듈을 사용하여 수신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송신부에서는 LED를 사용하

여 1010101의 총 7비트의 데이터를 송하 다. 송

을 해 7비트의 데이터는 총 14비트로 부호화 되고 

데이터 앞부분에 스타트비트인 0111이 붙게 된다. 수



가시  통신을 이용한 사용자 인식 시스템

721

신부는 그림과 같이 0111, 10, 01, 10, 01, 10, 01, 10의 

신호를 수신하고 내부 로세싱 모듈에서 이를 스타

트비트와 사용자데이터로 구분하여 1010101의 원 데

이터로 복호화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시  통신을 사용하여 사용자 인

식 범 를 제한한 사용자 인식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

다. 통신 매개체로 무선 라디오 주 수를 사용하는 경

우 무선 신호의 투과 특성으로 인해 인식 범 가 최

 10m 반경까지 넓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가시 을 

매개체로 사용하는 경우 인식의 범 를 1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시스템은 송신부는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설계 하고 수신부는 오 소스 

컨트롤러인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설계하 다. 사용자 

정보 데이터는 맨체스터 부호화를 사용하여 변환되어 

송된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시스템은 버스트모드

로 수신한 가시  신호로부터 0111로 설계된 스타트

비트 인식하고 그 뒤로 연속으로 입력되는 사용자 인

식 정보 데이터를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확인

하 다. 따라서, 가시 의 투과 특성을 사용한 본 시

스템은 제한된 장소에서의 집합 교육과 같은 환경에

서 사용자 인식  존재 유무를 단하는데 효과 으

로 사용될 수 있다.

감사의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 학교 교내연구비의 지

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J. Park and B. Kim, “Trends and Technical 

Requirements for 5G Mobile Communication 

Systems,"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 vol. 10, no. 11, 2015, 

pp. 1257-1264.

[2] Y. Ju, H. Lee, and J. Oh,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Gas Leakage Alarm IoT 

System for Safety Helmet,"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 

vol. 13, no. 6, 2018, pp. 1411-1416.

[3] B. Kim, S. Kim, H. Song, B. Kim, and Y. 

Han, “A Study on Location Tracking 

Streetlight,"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 vol. 13, no. 6, 2018, pp. 

1275-1280.

[4] J. Lee, H. Kim, J. Kim, J. Bae, and C. Ryu, 

“Remote Control Robot Arm Using Leap 

Motion Sensor and Bluetooth 

Communication,"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 vol. 12, no. 6, 

2017, pp. 1127-1134.

[5] C. Kim, J. Lee, and Y. Goh, “The UV LED 

Bar Optimal Design with Human Detection 

and Control Function,"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 vol. 12, no. 

6, 2017, pp. 1219-1226.

[6] D. Ryu and T. Choi, “Development of Open 

IoT platform based on Open Source 

Hardware & Cloud Service,"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 

vol. 11, no. 5, 2016, pp. 485-490.

[7] X. Hao and C. Kim,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LED Lighting Control 

System Using Arduino Yun and Cloud in 

IoT,"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 vol. 11, no. 10, 2016, 

pp. 983-988.

[8] H. Lee and J. Oh,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Small Server Room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 by Using the 

Arduino,"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 vol. 12, no. 2, 2017, pp. 

385-390.

[9] T. Kim, H. Jang, and W. Lee, “An Inter-floor 

Noise Prevention System using an 

Open-source Controller,"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 

vol. 12, no. 5, 2017, pp. 899-906.

[10] W. Choi, T. Anand, G. Shu, A. Elshazly, and 

P. Hanumolu, "A Burst-Mode Digital Receiver 

With Programmable Input Jitter Filtering for 

Energy Proportional Links," IEEE J. of 

Solid-State Circuits, vol. 50, no. 3, Mar. 2015, 

pp. 737-748. 



JKIECS, vol. 14, no. 04, 715-722, 2019

722

김종수(Jong-Su Kim)

2018년 서울과학기술 학교 자

IT미디어공학과 졸업(공학사) 

2018년∼ 재 CJ ENM 재직

※ 심분야 : 임베디드 디바이스 

로그래 , VLC

이원 (Won-Young Lee)

2006년 KAIST 기  자공학

과 졸업(공학사)

2008년 KAIST 학원 기  

자공학과 졸업(공학석사)

2012년 KAIST 학원 기  자공학과 졸업(공

학박사)

2012∼2015년 삼성 자 메모리사업부 책임연구원

2015년∼ 재 서울과학기술 학교 자IT미디어공

학과 조교수

※ 심분야 : VLSI, High-speed Serial Interf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