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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등의 가시광통신을 이용한 이동상황에서의 영상센서 기반 

차량 간 거리 추정 기법

Inter-vehicular Distance Estimation Scheme Based on VLC using Image Sensor and LED 

Tail Lamps in Moving Situation

윤 수 근* ․ 전 희 진* ․ 김 병 욱** ․ 정 성 윤

(Soo-Keun Yun ․ Hui-Jin Jeon ․ Byung Wook Kim ․ Sung-Yoon Jung)

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for estimating the distance betweeen vehicles in a moving situation using the 

image ratio of the distance between the tail lamps of a front vehicle. The actual distance between the tail lamps of a front 

vehicle was transmitted by LED tail lamps using visible light communication. As the distance between the front vehicle and 

the rear vehicle changes, it calculates the ratio of the pixel width between the tail lamps of the front vehicle projected on 

the image. The calculated values are used to derive a distance-mapping function through non-linear regression technique. 

Then, the distance between vehicles in the moving situation is estimated based on this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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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차세대 조명 장치로 LED 조명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LED 조명은 긴 수명, 저전력 소비, 높은 습도 내성, 높은 

효율과 빠른 스위칭으로 백열등과 같은 기존의 조명보다 많은 장

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고속 스위칭은 데이터 통신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가시광통신과 같은 가시광선의 LED를 사용한 

LED-IT 융합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1],[2]. 가시광통신은 

780nm~380nm의 가시광 파장을 사용하는 통신방식으로써, 장점

으로는 LED 조명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통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LED 조명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 또한, 주파수 할당의 문제가 없어 국제적으로 호환성이 좋고, 

가시광 스펙트럼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주파수 선택의 자유도

가 높다. 그리고 전자파가 아닌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병원이나 

비행기와 같이 전자파에 민감한 지역에서 사용이 용이하다. 이에 

더해 가시광은 기본적으로 벽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보완성이 뛰

어난 국지적 네트워크 구축에 용이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

들로 인해 요즘 가로등, 신호등, 차량램프 등의 교통 조명 관련 

인프라들도 LED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도 향후 가시광통신을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3],[4]. 이러한 가시광 기반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LED 교통 인프라의 재활용이 가능하고 전자파도 

문제가 적다. 또한, 터널과 같은 GPS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보조 측위기술로 사용 가능하며 최근 연구가 활발한 레이더를 이

용한 차량 위치 측위 기술의 성능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보조 

기술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듯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서의 가시

광통신 적용은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간의 통신을 통한 원

활한 교통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최근 스마트카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

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지능형 교통사고 예방 기술에 대한 연

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예로 전방차량과의 거리를 계산

하여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 [5],[6]이나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등이 실제 차량에 적용되고 있다[7],[8],[9]. 하지만 이러한 기술

에는 레이저와 같은 센서를 별도로 부착하여 사용해야 하기 때문

에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스마트카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위한 별도의 센서 구축이 아닌 블랙박

스와 같은 기존에 활용되는 영상센서를 기반으로 개발한다면 인

프라를 구축할 필요 없이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어 기술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10],[11].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 가시광통신을 적용하여 

블랙박스와 같은 영상센서를 통해 수신된 영상에서 이동하는 전

방차량의 후미등을 검출하고 이에 포함된 가시광통신 정보를 분

석하여 전방차량과의 거리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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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시광통신의 전송 패킷 

Fig. 3 Transmission Packet of VLC

장에서는 거리에 따른 후미등 사이 pixel 폭을 분석한 뒤 함수 

식을 도출하여 전방차량과의 거리를 추정하는 알고리즘과 이동상

황에서 가시광통신과 영상처리를 통해 후미등을 검출하는 방법

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실제 실험을 통해 이동상황에

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리를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결론을 

맺는다.

2. 가시광통신을 이용한 영상센서 기반 차량 간 거리 

추정 기법

2.1 거리 추정 기법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상에서 전방차량의 후미등 사이 pixel 폭

을 이용하여 차량 간 거리를 추정한다. 전방차량의 후미등 사이 

실제거리를 변하지 않지만 이미지상에서 후미등 사이 pixel 폭은 

거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그림 1에서 d 값은 이미지상

의 후미등 사이 pixel 폭을 나타낸다.

(a) 2m

(b) 8m

그림 1 거리에 따른 후미등 사이 pixel 폭 영상 

Fig. 1 Pixel width image between tail lamps according to 

distance

2m에서 촬영한 이미지의 d 값보다 8m에서 촬영한 이미지의 

d 값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일정 

구간별로 d 값을 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다. 그 후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d 값에 따른 전방차량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함

수식을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d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영

상센서의 해상도에 따라 같은 거리에서의 d 값이 다르게 나타나

게 된다. 그러므로 영상센서의 해상도 영향을 줄이기 위해 영상 

전체 폭에 대한 d 값의 비율 값인 r 값을 사용한다. 식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비율 값 r을 정의하면 해상도에 의한 영

향을 줄일 수 있다.

                               (1) 

그림 2 해상도에 따른 r값의 그래프 

Fig. 2 Graph of r-value according to resolution

그림 2에서 1280x720 해상도와 1920x1080 해상도에서의 비

율 값 r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율의 배율을 

1000배로 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거리 데이터의 소수점 영역까지 

더욱 고려하여 보다 정밀한 거리 구분을 하기 위해서이다.

2.2 후미등을 이용한 가시광통신 기술

본 논문에서 후미등 검출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서 On-Off Keying(OOK) 변조방식을 기반으로 한 가시광통신을 

사용한다. OOK 변조방식의 경우 후미등 LED가 켜진 경우 ‘1’의 

데이터, 꺼진 경우 ‘0’의 데이터를 나타낸다. 그림 3의 전송 패킷

은 후미등에서 전송하는 데이터로써 Sync 패킷과 Information 

패킷으로 나뉘게 된다. Sync 패킷에서는 후미등 LED의 깜박임을 

이용하여 후미등 영역을 검출할 수 있게 하며 Data 포맷의 시작

점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데이터는 깜박임이 많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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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상처리 전의 영상

(b) 영상처리 후의 영상

그림 5 후미등 검출 기법에 대한 영상

Fig. 5 Image of tail lamps detection method

(a) 왼쪽 후미등의 ROI

(b) 오른쪽 후미등의 ROI

그림 6 후미등의 ROI

Fig. 6 ROI of tail lamps

나는 [0, 1, 0, 1, 0, 0, 1, 1]의 포맷으로 Sync 패킷을 전송한다. 

Data 포맷은 표 1과 같이 차량의 후미등 사이 거리 정보를 전송

하며 현재는 1.1m, 1.3m, 1.5m의 경우만 표시하였지만 추후 차

량의 폭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Upper 4bits Lower 4bits Data

0011 0011 1.1m

0011 1100 1.3m

0110 0110 1.5m

표    1 Information 패킷의 Data

Table 1 Data of Information Packet

2.3  후미등 검출 기법

본 논문에서는 영상센서를 통해 받은 영상을 이용하여 전방차

량의 후미등을 검출하고 데이터를 분석한다. 그림 4는 후미등 검

출방법의 전체 Block Diagram을 나타낸다.

그림 4 후미등 검출의 Block Diagram 

Fig. 4 Block Diagram of tail lamps detection

먼저, 영상센서에서는 촬영한 이동상황 영상을 frame화 한다. 

후미등에서 OOK 변조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영상은 

On frame과 Off frame으로 분리된다.

첫 번째 frame일 때, 영상의 Differential, Binarization, 

Morphology와 같은 영상처리 기법을 사용하여 후미등을 검출한다. 

Differential은 On frame과 Off frame의 영상 차를 구하는 방식으

로써 깜박이는 후미등을 제외한 변하지 않는 배경부분을 제거하

여 후미등을 검출하는 기법이다.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frame이 [1, 1] 또는 [0, 0]일 경우, 후미등을 검출할 수 없다. 이

러한 경우 다음 frame부터 영상처리를 시작한다. Differential 기

법으로 영상처리를 한 후, Binarization과 Morphology기법으로 남

은 잡음들을 줄이게 된다. Binarization은 Threshold 값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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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험환경

Fig. 7 Experiment environment

후미등 현대 그랜져 TG

후미등 사이 실제거리

1.1m (소형차)

1.3m (중형차)

1.5m (SUV)

실험 거리 2 8m

영상센서의 높이 45cm

사용 카메라 iPhone 6S

Frame rate 30 frame/sec

Focal length 29nm

표    2 실험환경

Table 2 Experiment environment

(a) On frame

(b) Off frame

(c) 영상처리 결과 영상

그림 8 실외영상의 후미등 검출

Fig. 8 Detection of tail lamps of outdoor image

고 Morphology는 침식 기법을 사용하여 잡음을 줄인다. 그림 5는 

영상처리 전의 영상과 영상처리 후의 영상을 보여준다. 영상처리로 

잡음을 제거한 영상에서 후미등을 검출한다.

이후, 첫 번째 frame이 아닐 때는 Block matching을 통해 후

미등을 검출한다. Block matching은 최근 frame에서 검출한 후

미등 영역을 Region of Interest(ROI)로 설정하고 다음 frame에

서 ROI 영역 주변에서 후미등을 추적하여 검출하는 방식이다. 영

상 내에서 전방차량의 움직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적은 연산량과 

빠른 속도로 후미등의 ROI 영역을 검출할 수 있다. 또한, 후미등 

ROI 영역은 이동상황을 고려하여 영역 마진을 두도록 설정한다. 

그리고 잡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후미등 양쪽의 ROI를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검출한다. 그림 6은 후미등의 ROI 영역

을 두 개로 나눈 영상이다.

마지막으로 각 후미등의 ROI 영역을 검출하였으므로 ROI 영

역의 중심좌표를 구할 수 있다. 제안된 기법은 ROI의 중심좌표 

구할 때 가시광 통신에 의한 영상의 깜박임을 이용하는 

Differential 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의 영

상을 활용하는 multi-x-frame을 활용하여 추출한다. ROI 영역의 

중심좌표 중 x좌표의 차를 구하면 후미등 사이 pixel 폭인 d값을 

구할 수 있다.

3. 실  험

3.1 실험환경

본 논문에서 그림 7과 표 2는 실험환경을 보여준다. 후미등은 

현대 그랜져 TG의 후미등을 사용하였다. 후미등 사이 거리는 차

종마다 다르게 때문에 실험은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실험하였

다. 후미등 사이 거리는 실제차량의 후미등 사이 거리(소형차 : 

마티즈2, 중형차 : NF 소타나, SUV : 산타페)를 실측하여 설정하

였다. 후미등 사이 거리에 대한 정보는 가시광통신을 사용하여 

전송한다고 가정한다. 측정을 위한 실험 거리는 2~8m로 설정하

였다. 영상센서의 높이는 후미등과 같은 높이로 설정하였으며 영

상센서는 iPhone 6S를 사용하였다. 또한, 가장 일반적인 카메라 

상황에서 거리 추정이 가능함을 보이기 위해 카메라에 대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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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였다.

거리 추정을 실시하기 전 다양한 빛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낮 상황과 실제 도로상황에서 후미등이 검출 가능한지를 알아보

기 위해 실외영상으로 후미등을 검출하였다. 그림 8은 실외영상

과 후미등을 검출한 결과 영상이다. 다음 결과를 보았을 때 다양

한 빛 간섭에도 후미등 검출 및 데이터 추출이 가능함을 확인하

였다.

3.2 거리 측정을 위한 함수식 도출

함수식을 도출하기 위해 2~8m까지 0.1m 간격으로 각각 61개

의 영상으로 후미등 사이 pixel 폭인 d값을 수집했다. 함수식은 

비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그림 9 도출한 함수 그래프

Fig. 9 Derived function graph

그림 9는 세 가지의 경우에서 거리에 따른 전방차량의 후미등 

사이 pixel폭의 값으로 도출한 함수 그래프를 보여준다. 그래프의 

x축은 r값을 나타내고 y축은 거리를 나타낸다. 식 (2), (3), (4)은 

도출한 함수식이다. 함수식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고 데이

터베이스가 늘어난다면 거리추정 함수의 일반화가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 

        (2)

               × 

      (3) 

               × 

          (4) 

3.3 거리 추정

도출한 함수식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동상황의 영상을 

이용하여 거리를 추정하였다. 그림 10은 소형차 실험 영상의 샘

플로써, 이동상황 영상의 경우 2~8m에서 영상센서가 이동하고 

1m 간격으로 잠깐 정지하는 영상이다.

1m 간격으로 정지하는 이유는 정지하는 구간에서 실제 거리

와 추정한 거리의 오차를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11은 거리

를 추정한 결과에 대한 오차 그래프이다.

2m 3m 4m

5m 6m 7m

그림 10 소형차 실험 영상의 샘플

Fig. 10 Sample of compact car experiment image

(a) 소형차

(b) 중형차

(c) SUV

그림 11 거리 추정 오차 그래프

Fig. 11 Distance Estimation Error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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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평균오차 (cm) 오차의 표준편차

소형차 7.36 0.04

중형차 4.32 0.0262

SUV 5.20 0.0366

표    3 평균오차 및 표준편차

Table 3 Mean error and standard deviation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센서를 기반으로 전방차량의 후미등 사이 

거리의 이미지상 비율을 이용하여 후방차량과의 거리를 이동상황

에서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차량 간의 거리가 감소함에 따라 후미등 사이 pixel 폭이 감

소하고 pixel 폭이 영상의 해상도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영상

의 폭에 대한 비율을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전방차량의 후미등 

사이 실제 거리는 가시광통신을 이용하여 후미등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하였다. 거리에 따른 후미등 사이 pixel 폭의 비율 변

화의 데이터를 함수식으로 도출하여 추정하였으며, 이 때 거리 

추정에 사용된 함수는 후미등 사이 거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

여 비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도출한 함수는 규칙을 가

지고 있었고 데이터베이스가 늘어난다면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출한 함수의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해 

세 가지의 경우의 이동상황에서 거리를 추정하였다. 이동상황에

서 후미등을 검출하기 위해 영상처리를 적용하였고 함수식을 통

해 거리를 추정하였다.

거리 추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오차가 7.36, 4.32, 

5.20cm이며 표준편차 0.04, 0.0262, 0.0366으로 차량 간의 거리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안정 범위 오차인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본 논문 기법을 실제 차량에 활용하는 경우 실차는 레이더와 

같은 거리 추정 값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기존 후미등과 카

메라를 이용한 본 논문 기법을 레이더가 할 수 없는 구분된 사

물에 대한 거리 추정방식에 대한 보완 역할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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