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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s to solve problems of depletion of RF bandwidth frequency, confusion possibility, security that 

current wireless communications system have and is to confirm possibility of applying next generation network. To solve 

problems of current wireless communications system, visible light communications system for power line communications 

using ATmega16 Microcontroller is was realized and receiver property was analyzed. PLC exclusive chip APLC-485MA, 

Microcontroller ATmega16, 5pi bulb type LED and high flux LED, visible light receiving sensor LLS08-A1 were used for 

transmitter and receiver. Performance was analyzed by designed program and an oscilloscope. It was showed average 

20% improved receiver rate rather than bulb type LED in the case of high flux LED through voltage change rate on 

communication distance and LED type of distance between 10 to 50 cm. The blue LED showed the best performance 

among measured LED types with above 10% of voltage decreasing rate. But As it gradually becomes more distant, the 

precise date was difficult to obtain due to weak light. To overcome these sort of problems, specific values such as 

changing conditions and efficiency value relevant to light emitting parts and visible light receiving sensor should be 

calculated and continuous study and improvements should also be accomplished for the better communications condition.

Key Words : ATmega16 microcontroller, Power line communication, Visible light wireless communication

*  회 원 : 원 학교 공  정보통신공학과 석사과정

**  회 원 : 원 학교 공  정보통신공학과 석사과정

† 교신 자, 정회원 : 원 학교 공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E-mail : ykim@wonkwang.ac.kr

   수일자 : 2010년  9월 30일

  최종완료 : 2010년 10월 19일

1. 서  론

가시  무선통신 기술은 재의 무선통신 기술력에 맞춰 

자  향이  없는 가시 선(380nm∼780nm)을 이용

해 정보를 달하는 통신 기술이다. 이는 일반 형 등에서 

발산되는 빛이나 표시기기 등 에서 사용되는 발  다이오드, 

즉 LED(Light Emitting Diode)의 가시 선을 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멸시켜 정보를 보내는 기술이다. 가시  통

신은 빛 차단 시 정보가 실외로 새어나갈 염려가 없어 무선 

LAN에 비해 안 성이 높으며, 여러 의 컴퓨터를 동시에 

사용해도 크게 어들지 않는다. 한 인체 유해 논란이 있

는 자 와는 달리 친환경 IT녹색기술이라는 에서 주목

을 받고 있다.

한 최근 LED의 발  효율이 개선되고 가격이 떨어짐

에 따라 휴 기기, 디스 이, 자동차, 신호등, 고  등의 

특수 조명 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형 등 백열등과 같은 일

반 조명 시장에서도 LED가 보편화되고 있다. 백색 LED의 

발  효율은 이미 백열등을 추월하 으며 형 등보다도 우

수한 제품들이 출 하고 있다.

최근에는 RF 역 주 수 고갈, 여러 무선통신 기술 간의 

혼선 가능성, 통신의 보안성 요구 증 , 고속 유비쿼터스 

통신 환경 도래 등으로 인하여 RF기술과 상호 보완 인 

무선 기술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어 LED를 응용한 가

시  무선통신에 한 연구가 여러 기업  연구소 등에서 

 세계 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 력선통신은 용 통신회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

라 가정에 배선 된 력선을 통해 통신을 하는 기술을 말하

며, 력선에 수백k-수십MHz의 고주  신호를 실어 통신하

는 기술을 의미하며 재 거의 모든 가구에 력선이 보

돼 있어 이 배선을 이용하면 별도의 통신용 배선이 필요 없

이 간편하게 통신로를 확보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즉 기

존의 원 콘센트에 러그만 연결하면 통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PLC는 기에는 속 통신을 기본으로 가 제품 제

어용으로 개발 으나 최근에는 200Mbps 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고속 PLC기술도 개발되는 등 국내는 물론  세계 각

국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 개발하

고 있다. PLC를 이용할 경우 기존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도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력, 유량, 가스 

등의 자동 검침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비 효율이 높

은 응용이 가능하여 최근 들어 상당한 심을 불러 일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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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을 바탕으로 ATmega16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한 력선통신용 가시  무선통신 

시스템의 송·수신기를 구 함으로써 기존의 무선통신 문제

을 보완하고 차세  무선 네트워크의 용 가능성을 확인

하고자 한다.

2. 실  험

차세  정보통신 기술로써 각 받고 있는 가시  무선통

신기술은 홈 네트워크 분야 등에서 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기술이다. 그 에서도 생활에 필수 인 LED 응용 시

스템에 한 연구를 해 력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가시

 무선통신 시스템을 설계하여 네트워크화 시켰다. 

력선통신용 가시  무선통신 시스템은 상용교류 원 

220[V]/60[Hz] 력선과 RS-232C 이블을 통신매체로 이

용하 으며, PLC(Power Line Communication) 송신부, PLC

수신부가 포함된 가시 통신 송신부, 가시 통신 수신부로 

설계되었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컴퓨터로 입력된 

데이터를 RS-232C 포트를 통해 PLC송신부로 송된다. 이 

신호는 ILX232N칩을 통해 TTL 신호 벨로 변환되며 마이

크로 컨트롤러를 거쳐 PLC 용칩으로 데이터가 송된 후 

력선 이블을 통해 PLC수신부로 송된다. 이 후 송된 

데이터는 PLC수신부에 장착된 PLC 용칩을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고, 이 신호는 다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거쳐 가

시  무선통신 발 부로 송된다. 그리고 가시  무선통신 

발 부의 LED를 통해 가시  수신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

신한 후 OP-amp회로를 이용하여 낮아진 데이터 신호를 증

폭하게 되고 마이크로컨트롤러와 ILX232N칩을 통해 

RS-232C 이블을 이용하여 다른 컴퓨터에 송되는 형태

이다.

2.1 시스템의 구성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Fig. 1 System architecture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상용교류 원

220[V]/60[Hz] 력선을 통신매체로 이용하 으며, 정보를 

송하기 한 시스템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 다. 

가시  무선통신의 발 부와 수 부의 거리는 최소 

10cm-50cm 이상으로 하고 각 LED는 수평배치를 기본으로 

하 으며, 정보의 송․수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송·수신

부에 표시용 LED를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정보의 송·수신 

상태와 원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성능평가를 하기 해서 정확한 통신이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기 해 Visual C++  컴퓨터 로그래

 언어를 이용한 가시 통신 데이터 송․수신 로그램을 

제작하고 문자를 입력하여 양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 

과정을 직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때 양 컴

퓨터 간의 송․수신 포트 Driver  연결이 제 로 되어야 

통신이 가능하다.

2.2 PLC송신부

본 논문의 데이터를 송하는 PLC 송신부의 회로도는 그

림 2와 같다. PLC 송신기는 크게 PLC 용칩 

APLC-485MA 칩과 마이크로컨트롤러 ATmega16칩, TTL 

신호 벨 변환을 한 ILX232N칩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ILX232N 칩은 PC와 마이크로컨트롤러 사이의 시리얼 통

신을 하기 해 압 차이를 맞춰 주는 칩이다. 동작방법은 

PC1에서 RS-232C 이블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하면 

PLC 용칩과 마이크로컨트롤러를 통하여 력선으로 데이

터를 송하게 된다. 

그림 2 PLC송신부 블록 다이어그램

Fig. 2 Block diagram of the PLC transmitter

이 때 PC와 연결되는 통신포트와 PLC송신부를 그림 3과 

같이 9600bps로 설정한 후 No Parity로 기화하 으며, 

Stop비트는 1비트만 사용하 다. PC와 연결되는 통신포트에 

데이터가 수신되면 데이터 송수신 표시용 LED를 켠 후 수

신된 데이터를 PLC송신부로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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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odeVisionAVR 로그램을 이용한 설정

Fig. 3 Set-up using CodeVisionAVR program

2.3 PLC수신부  가시  무선통신 송신부

PLC송신부와 구성은 비슷하나 5 이 LED 3개를 추가하

여 가시  무선통신 송신부의 발 부를 구 하 다. 력선

을 통해 들어오는 신호는 PLC 용칩 APLC-485MA을 통해 

수신하게 되고 마이크로컨트롤러 ATmega16칩을 거쳐 LED

로 데이터를 송하게 된다. 다시 말해 수신된 데이터 는 

LED를 On/Off 시킴으로써 1Byte에 한 신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가시  무선통신 시스템의 송신부 블록 다

이어그램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PLC수신부  가시 통신 송신부 블록 다이어그램

Fig. 4 Block diagram of the PLC receiver and visible light 

communication transmitter

2.4 가시  무선통신 수신부

가시  무선통신 수신부 구성은 PLC송신부나 가시  무

선통신 송신부와는 달리 그림 5와 같이 PLC 용칩이 없고 

정보를 받기 한 가시  수신센서와 8-비트 마이크로 컨트

롤러로 구성되어있으며, LLS08-A1 가시  수신센서를 통하

여 LED로부터 받은 데이터 신호는 마이크로컨트롤러 

ATmega16과 OP-Amp LM324N 칩을 통해 PC2로 수신하

게 되고, 수신된 2Byte의 데이터를 1Byte로 변환하여 PC와 

연결된 통신포트로 송신한다.

그림 5 가시 통신 수신부 블록 다이어그램

Fig. 5 Block diagram of the visible light communication 

receiver

2.5  제작된 송․수신기

(a) Designed artwork

(b) transmitter and receiver system

그림 6 제작된 가시 통신 송․수신기

Fig. 6 Manufactured product

그림 6은 력선통신용 가시  무선통신 시스템의 PLC송

신부와 가시  무선통신 송․수신부를 설계하여 최종 으로 

제작된 시스템이다. 그림 6의 제작된 송․수신기 에서 왼

쪽은 PLC송신기이고 가운데는 PLC수신부가 포함된 가시  

무선통신 송신부이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은 가시  무선통신 

수신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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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고찰

그림 7 오실로스코 를 이용한 가시 통신 시스템 성능 평

가  연결 모습

Fig. 7 Visible light communication system performance 

evaluation using oscilloscope

  

그림 7은 구 된 시스템의 송․수신기를 컴퓨터의 

RS-232C 포트에 직  연결하여 문자를 주고 받는 과정이

며, 오실로스코 를 이용하여 가시  수신센서를 통해 검출

된 압 값을 측정하 다. 의 실험을 통해 그림 7과 같이 

정상 으로 동작하는 송․수신 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5 이 구형 LED 색에 따른 압 변화 값

Fig. 8 Voltage change value depending on 5pi bulb type 

LED 

그림 9 5 이 고휘도 LED 색에 따른 압 변화 값

Fig. 9 Voltage change value depending on 5pi high flux 

LED

그림 8, 9는 5 이 구형 LED와 고휘도 LED의 가시  

수신센서를 통하여 검출된 압 값을 오실로스코 를 이용

하여 거리별로 측정한 결과 값이다. 5 이 고휘도 LED는 

구형 LED에 비해 평균 약 20%가 향상된 수신율을 보

으며, Blue LED의 경우 압이 거의 일정하여 최고 97cm까

지의 좋은 수신율을 보 다. 한 Green LED의 경우 구

형 LED와 달리 50cm 이상에서도  끊김 없는 수신율을 

보 으며, 정확한 문자의 송․수신이 가능하 다. 그러나 

Blue LED와 White LED를 제외한 LED는 70cm이후부터 

큰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 으며, 격하게 압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 다. 구형 LED는 10cm-40cm까지 원활한 통

신이 가능하 으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문자의 끊김과 오류 

등이 발생하여 제 로 된 통신을 할 수 없었다. 그 에서

도 Blue LED와 White LED는 압 감소율이 약 

10%-10.5%밖에 되지 않아 측정된 LED  가장 좋은 수신 

성능을 보 으며, Red LED의 경우 약 17%, Green LED의 

경우 압 변화 값이 0.93V로 약 33.5%의 압 감소율을 보

다.

그림 10 로그램을 이용한 모니터랑 화면

Fig. 10 Monitoring screen using program

그림 10의 로그램은 Visual C++의 일반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는 컴퓨터 로그래  언어로 제작되었으며 문자 

입력을 통해 양 컴퓨터 간의 원활한 송․수신이 제 로 진

행 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실제 

“HELLO!!"라는 문자를 입력하고 송을 하 을 때 수신측

에서 정확한 수신이 되는지를 확인 하 으며, 그 결과 오실

로스코 를 이용한 성능 평가 값과 같이 Blue LED가 다른 

색에 비해 가장 좋은 성능을 보 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Tmega16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한 

력선통신용 가시  무선통신 시스템을 구 하고 오실로스코

와 컴퓨터 로그래  언어로 제작된 로그램을 이용한 

간단한 실험을 통하여 수신 특성을 분석하 다. 5[V]가 인가

된 통신거리 10cm-50cm 이상의 LED 종류  색에 따른 

성능 분석을 통하여 압손실을 확인 한 결과 Blue LED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 으며, 문자를 주고 받는 과정에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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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없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미비한 신호처리 

 외란 의 향에 의해 처리 속도가 하되는 문제 이 

있었으나 단거리에서 사용하기에 합하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 고휘도 LED의 경우 구형 LED에 비해 평균 약 

20% 향상된 수신율을 보 으며, 측정된 값을 통하여 새로운 

들을 알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설계  구 한 시스템은 

조명과 통신의 융합기술로써 기존의 무선통신 문제 을 보

완할 수 있는 차세  무선 네트워크의 용 가능성을 확인

하 으며, 발 부  가시 의 조건 변화  효율 등에 한 

특성 값을 악하여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속 인 연

구  개선 한 이루어진다면 그 응용 범 가 차 확  

될 것이다. 한 기술력, 경제 , 산업  측면에서 상당한 가

치를 부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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