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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  통신링크를 이용한 FPGA기반 차량 메시지 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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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traffic message delivery system using visible light communication(VLC) link has been demonstrated. 
The system is proposed to deliver simple traffic messages between cars at low speed. The message set is programmed in 
an FPGA-based digital board and one of the messages is sent to the other car. Considering the outdoor and indoor 
environments, the effects of sunlight and fluorescent lamps on received signal waveforms are described. The delivered 
message is successfully recovered over 2 meter. The link for message delivery can be concatenated.

Key words : Visible light communication(가시  통신), Traffic message delivery(교통 메시지 송),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지능형 교통 시스템), Car-to-car communication(차량 통신)

Subscripts1)

ASCII :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BJT : bipolar junction transistor
C-LCD : character-liquid crystal display
FPGA : field-programmable gate array
LED : light-emitting diode
LVTTL : low voltage transistor-transistor logic
MOSFET : 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
NRZ : non-return-to-zero
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PPM : pulse position modulation
RF : radio frequency

*Corresponding author,  E-mail: clee@chosun.ac.kr

UART : 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transmitter
USB : universal serial bus
VLC : visible light communications

1. 서 론

일반 으로 가시  통신(VLC) 시스템은 가시  

역의 조명 LED모듈을 신호 송신기로 사용하고, 
송신된 빛이 기를 통과한 후, 신호 수신기에서 
검출기를 사용하는 통신시스템을 의미한다. 가시  

역의 빛을 내는 조명 LED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
라, 통신 속도 증가 등 LED 기반 통신기술인 VLC 시
스템의 통신성능 향상에 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

되었다.1-3) 한, VLC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
기 한 연구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그  차량 사이
의 통신을 포함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이 있
다. 기존의 지능형 차량 도로 시스템에 있어 차량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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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제어와 같은 운행  차량 제어 기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해서 차량간 통신기술이 필
요하게 된다.4) 이에 따라,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일
부로서 VLC 시스템을 차량 통신 기술에 응용하기 
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5-8) 조명용 LED를 
사용한 교통신호등은 이미 많이 설치되어 있고, 많
은 승용차들도 이크등, 방향지시등, 는 조
등 일부에 조명용 LED를 탑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을 고려하면, 자동차와 ITS 기반시설 사이 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정보 송을 한 통신 신

호원으로 이미 차량  신호등에 장착된 LED램
를 사용하는 것은 통신을 한 새로운 송신기를 추

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 이 될 수 있다. 즉, 
구동 회로를 변경하고 데이터 송수신 모듈을 장착

함으로 LED램 를 통신 신호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VLC 시스템의 장 을 활용하여 

차량용 로토타입 LED헤드램 를 I-4PPM 방식으
로 변조한 실외 차량용 VLC 시스템 실험결과도 발
표되었다.9)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속 는 정
지상태에서 차량 사이의 정보 송시스템의 개념 

 필요성이 제안되었다.10) 일반 으로, 교통흐름
이 방해되어 차량 속력이 낮은 상황에서는 체 도

로 이용여부를 단하거나 재 상황을 이해하기 

해, 주변상황에 한 몇 가지 정보를 필요로 하는
데, 이 경우 라디오, 화통화 는 인터넷 검색은 
국지 인 상황 정보가 방송국, 고속도로공사, 신문
사 등 해당 서비스회사에 수 되었을 때에만 정보 

이용이 가능하다. 한 안  운 에 도움을  수 있

는 차량 통신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경우에 따라 실
시간으로 운 자의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

는지에 한 운 자의 호기심을 여 으로써 불필

요한 정보수집 시도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운 자의 특별한 조작 없이 최소한의 정보

를 간단한 메시지로 송하는 기술이 유용하며, 이
러한 정보는 단순하고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야 하

며, 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인터넷으로부터 정보
를 확인하는 등의 키패드 입력 없이, 즉시 확인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실시간 메시지 식별 확인이 가능한 차

량간 메시지 송 시스템 개념을 구 하고 실험 결

과를 기술한다. VLC 기반 메시지 송 시스템은 범
용 디지털 모듈에 장된 메시지 집합으로부터 필

요한 메시지를 선택한 후, VLC 모듈을 통해 송, 수
신하여, 이를 장착된 디스 이에서 확인이 가능

하도록 개발되었다. 개발된 VLC 기반 메시지 송 
시스템은 2 m 이상의 거리에서 동작을 확인하 다. 
차량 속력이 낮거나 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차량 사
이의 거리는 2 m ~ 4 m 이내의 경우가 부분이므로, 
본 시스템이 동작하는 범  이내에 치하게 된다. 
만일 송거리를 늘리고 싶다면 송신기에서 LED의 
송신 워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한 실제 도로 상황
과 실내 주차장 환경을 고려하기 해 수신 신호

형에 햇빛과 형 등이 주는 향을 측정하 다. 이
러한 VLC 시스템은 기존의 RF신호 기반 차량 통신
시스템을 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측면의 연구에 

우선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2. 시스템 개요

자동차가 도로에서 속 운행  정지 상태에 있

을 때, 주변 교통상황에 한 정보는 근방 기 인 
운 자에게 유용할 수 있다. 를 들어, 교통체증  
정지 상태의 운 자가 그 상태의 원인이 사고에 의

한 것인지 차량 증가에 의한 것인지에 해 알게 될 

경우, 체 도로를 이용할 것인지, 재 도로에서 여
유를 갖고 기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 충분한 거리의 차량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게 
될 경우, 불필요한 기열을 이는데 도움이 될 수
도 있다. 이 경우,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짧아야 하고, 메시지는 휴 폰, 내비게이션 등의 통
신 단말기의 키패드 조작 없이 즉시 확인 가능하여

야 한다.
Fig. 1은 본 논문에서 구 된 차량 메시지 송 시

스템의 개념을 보여 다. 차량 사이의 메시지 송
은 차량 후방의 LED램 를 사용한 단방향 통신방

식으로 구 되었다. 통신 링크는 가시  역 기반 

VLC 링크이고 신호원은 후방 LED 램 로 사용 가

능한 조명용 LED, 그리고 후방 차량의 면부에 
치한 수신부로 구성된다. 달된 메시지는 설정된 
단계 수에 따라 다음 단계의 자동차로 자동 송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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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roposed message delivery system

도록 설정될 수 있다. 를 들면, 첫 번째 메시지를 
보낸 단말기로부터 10번째 차까지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다단계 메시지 달 시스템의 작동

을 확인하기 하여, 본 논문의 실험은 두 차량 사이
의 메시지 송으로 제한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실제 환경에서 안정 으로 동작하기 해서는 데

이터 송수신 성능이 안정 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실제의 경우, 태양   주변 빛에 의한 간섭, 설계
범 를 벗어난 신호 송수신 등을 포함한 성능 하

요인들에 응하고, 특히, 동시에 여러 차량으로부
터의 신호를 송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신호 
송신 우선순  설정 방식이 일반 으로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 구 된 VLC 기반 메시지 송시스템은 
복잡한 설계를 회피하기 해, 다  재 송 방식을 

가정하 다. 마지막으로 VLC링크를 통해 검출기
에서 수신된 류신호는 수신회로에서 복원되어 시

스템 제어장치에 의해 LCD에 표시되고, 이를 운
자가 확인하게 된다.
다단계 메시지 송을 해, 수신된 메시지 신호

는 메시지에 약간의 변경이 가해진 뒤, 후방 차량으
로 다시 송된다. 이러한 방식은 단계 수에 정해진 
순서를 되풀이하여 확장될 수 있다. Table 1은 제안
된 메시지 송 시스템을 하여 설정한 메시지를

Table 1 Example of message set
Message ID ASCII Code Message

A 0100_0001 Accident ahead
B 0100_0010 Traffic jam
C 0100_0011 Road works
D 0100_0100 Emergency
E 0100_0101 Temporary stop
F 0100_0110 Slowly

Standby status Standby status Traffic signal

보여 다. 메시지 목록은 속운행 는 교통체증, 
정지상태의 운 자에게 유용할 수 있는 단문 정보

를 고려하여 선택되었다. 본 시스템의 송 가능 메
시지는 방차량사고, 교통체증, 도로공사, 상

황, 임시정차, 속운행, 신호 기 등의 상황을 고려

하여 Table 1과 같이 구성되었고, 이러한 메시지에 
상응하는 ASCII 코드를 송하게 된다.

3. 시스템 구성

Fig.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메시지 송 시스템
의 실험 장치 구성도이다. 메시지 송신 단말기는 메
시지 장  송 기능을 수행하며, 메시지 수신 단
말기는 수신기를 통해 수신된 신호를 복원하여 

C-LCD(문자 LCD)에 표시하여 다. 각 단말기는 
FPGA 디지털 보드를 이용하여 구 되었다. 본 실험
에 사용된 디지털 보드는 FPGA와 USB 컨트롤러를 
장착하고 있으며, 장착된 FPGA는 통신장치, 입출력 
장치, C-LCD디스 이 장치를 제어하고, USB 인
터페이스는 PC를 연결하여 로그래 에 사용되었

다. 본 메시지 달시스템의 동작 원리에 따라, 수신 
단말기는 송신 단말기로부터의 송신 시 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신 시작 시 이 동기화되어 있지 않

으므로, 제안된 메시지 송 시스템을 구 하기 

해 UART 통신방식을 사용하 다.
개발된 VLC 메시지 송시스템의 작동 과정은 

다음과 같다. 특정 메시지가 특정 버튼을 름으로
써 선택되면, 해당 메시지는 송신 단말기로부터 검
색되고, ASCII 코드로 로그램 된 메시지는 NRZ 
on-off keying 라인 코드 방식을 거쳐 백색 LED의 

Fig. 2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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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를 변조한다. VLC 송신 단말기에서 송신된 
변조된 메시지는 수신기의 트랜지스터로 입력되

어 류로 변환되고, 증폭 회로를 이용하여 증폭된 
후, 비교기를 통과하여 VLC 수신 단말기 모듈로 입
력되고, 복원된 메시지는 C-LCD에 표시된다.

4. 실험 결과

송신 메시지에 한 디지털 신호는 FPGA가 장착
된 디지털 보드에서 생성된다. 생성된 메시지는 10 
kbps의 속도로 송되도록 설계하 다. Fig. 3(a)는 
측정된 UART신호의 압 형이며, 이 신호는 LED 
구동회로에서 증폭되어 LED의 워를 변조하여 

메시지를 송신하게 된다. Fig. 3(b)는 송신기로 사용
된 디지털 보드의 클럭 형을 보여 다. 압 벨
은 LVTTL 벨과 호환되고 클럭 주 수는 10 kHz이
고, 한 비트의 주기는 100 μs 이다. 송신기에 사용된 
백색 LED의 시야각은 125도이고, 정격 순방향 류
는 750 mA, 순방향 압은 3.5 V, 속(luminous flux)
은 58 lm이다. LED에 최 화되지 않은 즈를 사용

하여 송거리 확장 효과를 얻었다. Fig. 4(a)는 2 m 
의 송거리 후, 검출기에서 검출된 신호를 압
으로 변환한 형을 보여 다. 수신기에서 검

출 소자로 사용된 트랜지스터는 500 nm ~ 1050 
nm 역의 장에 반응하며, 상승시간은 8 μs, 하강
시간은 10 μs이다. 일반 으로 VCE=10 V에서 200 lx
의 빛으로부터 6.0 mA의 류를 생성한다. Fig. 4(b)
는 10 kbps의 데이터율을 지원할 수 있는 범용 BJT
를 사용하여 증폭된 신호이다. 증폭된 신호는 데이
터 복원을 해 수신기 디지털 모듈로 입력되어 비

교기를 통해 LVTTL 벨로 변환된다(Fig. 4(c)).

Fig. 3 Signal waveforms at the transmitter

Fig. 4 Signal waveforms at the receiver

(a) Message transmitter

(b) Message receiver
Fig. 5 Message transmitter and re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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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송된 ASCII 코드를 복구하여, 수신된 메
시지를 메시지 표에서 선택하여, C-LCD에 표시하
여 다. 본 실험의 측정 과정에서 복원된 메시지는 
‘Accident ahead’으로 Fig. 5(b)에 사진으로 제시되었
다. Fig. 5(a)에서 하단의 C-LCD에 나타난 ‘Accident 
ahead’는 메시지 식별자 ‘A’에 해당하는 선택된 메
시지이다. Fig. 5(a)의 송신기에서, 메시지의 ASCII 
코드는 LVTTL 표 압 벨로 출력되고, 백색 
LED를 구동하도록 MOSFET 증폭기를 사용한다. 
학 으로 변조된 메시지는 VLC 링크를 통해 
수신기로 송된다.
수신기의 검출기에서 변조된 메시지 신호

가 검출되면, 이를 압으로 변환한 후 LVTTL 벨
로 변환, 증폭하여 수신 단말기로 입력한 후, 원본 
메시지를 복원하게 된다. 수신 단말기 모듈은 C-LCD
에 복원된 메시지를 보여 다. Fig. 5(b)에서 하단의 
C-LCD에 ‘Accident ahead’은 송된 메시지로부터 
복구된 메시지이다. 송거리를 확장하기 해서는 
출력이 높은 LED를 사용하거나 LED의 개수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한 동작 류를 지원하는 

동작회로를 사용하면 된다. 한, 수신기에서 
효율을 향상시키기 한 필터 는 즈 등을 사용

하여 송거리를 확장할 수도 있다.
실제 도로 상황과 실내 주차장 환경을 고려하기 

해 수신 신호 형에 햇빛과 형 등이 주는 향

을 측정하 다. 실외 도로 상황에서는 햇빛을 포함
한 다양한 원이 수신 형에 향을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햇빛의 향을 측정하 으며, 재 

실험장치의 동작상황을 고려하여 실험실 내에서 창

문을 모두 개방하여 측정하 다. 이 경우, 평균 2.70 V 
~ 2.90 V의 직류성분이 증가함을 확인하 는데, 이
는 수신기의 설계에서 복원이 가능한 신호의 범

를 넘어서는 값으로, 햇빛은 트랜지스터를 포
화시키기 때문에 직류성분이 과도하게 증가된다. 
그 결과 신호 복원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한, 
차량이 이동하는 실내 환경은 지하주차장이 부분

이며, 많은 경우 형 등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형
등의 향을 측정하 다.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형 등은 형의 직류성분이 크게 증가하지만 

신호의 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메시지의 복원
이 원활함을 확인하 다.

Fig. 6 Signal waveform at the receiver in the presence of 
fluorescent lamps

햇빛은  장 성분이 고루 분포하며 직류성분

에 향을 주게 되므로, 햇빛이 강한 낮의 경우, 
VLC 원의 주 수를 제외한 빛을 차단시키는 

필터가 필수 임을 확인하 고, 검출 후 직류성
분을 제거하기 한 회로가 필요할 수 있음을 확인

하 다.
향후 연구는 실제 차량환경  도로환경을 반

하여 본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상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시  통신(VLC) 링크 기반 차량 
메시지 송 시스템을 실험으로 구성하고, 동작을 
확인하 다. 이 시스템은 운 자에게 간단한 안  

 교통상황 련 메시지 는 차량 사이의 단문 메

시지를 송하기 한 목 으로 제시 되었다. 시스
템은 FPGA 기반 회로 설계  구  랫폼으로 통

합되어 설계되었으며, 미리 결정된 메시지 집합은 
PC에 속된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지털 보드
에 장되고, 송신 명령을 받은 메시지는 복잡한 핸
드셰이킹 과정을 거치지 않고 UART 통신을 사용하
여 즉시 후방에 치한 차량으로 송되도록 설계

되었다. 선택된 메시지는 LED램 에서 백색 빛으

로 변조되고 검출 소자에서 류로 변환된 후, 복
원 되어 C-LCD에서 표시된다. 본 시스템에서 송
된 메시지는 2 m 이상의 거리에서 동작함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실제 도로 상황과 실내 주차장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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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고려하기 해 수신 신호 형에 햇빛과 형

등이 주는 향을 실험결과로 제시하 다.

후    기

본 논문은 2014년 조선 학교 교수연구년제 연구

비의 지원을 통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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