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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for transmitting instruction between vehicles in a moving situation using RC Car 

having camera. Information of preceding RC Car was transmitted by LED using Optical Camera Communication(OCC). Rear RC 

Car follows the preceding one by analyzing transmitted OCC data based on image processing. Through this procedure, the 

information reception ratio according to the distance change of two RC Cars is confirmed. Through experiments, we showed 

that our proposed scheme enables the possibility of vehicle plato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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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4차 산업 혁명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선진국에서 군집 주

행 및 자율 주행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1-2]. 세계 시장뿐

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와 IT 시장에서도 자율 주행 및 군집 주

행을 위한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며, 현대 자동차에서 개

최한 ‘현대 트럭&버스 메가 페어’에서 최근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자율 주행 및 군집 주행을 위한 시스템은 고성능 

Camera, 레이더 센서, LIDAR, 차량 전용 통신망 등의 새로운 인

프라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3-4]. 이러한 장비를 이용한 응

용 시스템은 크게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ADAS)

와 Vehicle to Everything(V2X)이 있다[5-6]. 먼저 ADAS는 레

이더 또는 영상 센서를 이용해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계산하여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로써 레이더와 영상 센서의 사용에 따라 각

각 장단점을 가진다. 레이더는 먼 거리 추정은 쉽지만 가까운 거

리 구별 및 물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영상 센서는 물체 구

분이 쉽지만 거리 추정이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3차원 

공간을 담아내는 LIDAR 기술이 사용된다. 하지만 이 기술은 

LIDAR 장비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차량의 원가를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기술인 V2X는 유 · 무선망을 이용하여 

Vehicle to Vehicle(V2V) 및 Vehicle to Infrastructure(V2I)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7-8]. V2X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

으로써 자율 주행에 많은 이점이 있지만,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그리고 주파수 간섭과 같은 해결이 필

요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전파를 이용한 V2X 시스템

뿐만 아니라 LED 광원을 이용한 가시광 통신 기반 V2X 시스템

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9-10]. 가시광 통신은 

LED의 고속 플리커 제어를 이용한 통신 기법으로 LED-IT 융합 

기술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다[11-13]. LED 광원은 긴 수명, 저 

전력, 친환경, 일정한 밝기 유지 등 다양한 장점으로 가로등, 신

호등, 차량 램프 등과 같은 여러 교통 인프라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추가적인 비용 없이 가시광 통신을 이용한 

V2X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LED 조명 본래의 기능을 유

지하면서 통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LED 조명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적용할 수 있다[14-15].

본 논문에서는 가시광 통신 기법의 하나인 Optical Camera 

Communication(OCC) 기반의 V2V 통신을 이용한 리더 추종 제

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OCC 기반 V2V 통신 및 리더 추종 시스

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RC Car를 사용하였다. 먼저 V2V 통신을 

위해서 송신부와 수신부는 각각 전방 RC Car의 LED 후미등과 

후방 RC Car의 Raspberry Pi Camera가 사용된다. 그리고 전방 

RC Car의 움직임 정보에 따라 후방 RC Car의 모터 제어를 통해 

리더 추종 제어가 가능함을 보인다. 본론에서는 송신부 및 수신

부, 실험 환경 및 실험 결과를 순서대로 설명한다. 먼저 송신부에

서는 On-Off Keying(OOK)과 Manchester Code(MC) 기법

[16-17]을 이용한 송신 프레임 구조 설정과 후미등 및 모터 제

어 설정에 대해 설명한다. 수신부에서는 Image differential 기법

과 Block matching 기법[18-19]을 이용한 실시간 후미등 영역

을 검출 및 추적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window 영역 내 밝기 

최댓값 정보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

한 정보 수신 방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실험에서 두 대의 

RC Car를 이용한 리더 추종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기법을 검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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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방 RC Car 제어 알고리즘

Fig. 5 Algorithm of control preceding RC car 

그림 6 LED 점멸 rate & Camera frame rate

Fig. 6 LED flicker rate & Camera frame rate

2. 본  론

2.1 송신단

송신단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송신 프레임 구조를 설계하는 

부분과 Motor, 후미등을 제어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2.1.1에서

는 키보드 입력이 들어올 때 OOK를 적용한 데이터 프레임을 설

정하고, MC로 맵핑하여 송신 프레임 구조를 정하는 과정을 단계

별로 설명한다. 그리고 2.1.2에서는 전진, 후진, 정지 정보에 따른 

Motor, 후미등 제어 부분을 설명한다.

그림 1 V2V 송신 시스템 Block Diagram

Fig. 1 Block Diagram of V2V transmission System

2.1.1 V2V 송신 프레임 구조

본 논문에서는 RC Car를 이용한 리더 추종을 위해 전진, 후

진, 정지 명령을 사용한다. 전방 RC Car와 후방 RC Car의 정보

를 송 · 수신하기 위해서 OOK 변조를 사용하였다. 그림 2는 

OOK 변조를 적용한 가시광 통신을 나타낸 것으로 LED가 On이

면 Data ‘1’을 나타내고, Off이면 Data ‘0’을 나타낸다. 그림 3은 

송신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다. 송신 프레임 구조는 Sync Packet 

4 bits와 Information Packet 4 bits로 구성되며 Sync Packet은 

수신부에서 송신 데이터의 시작지점을 구분한다. Information 

Packet은 전진, 후진, 정지 정보를 포함하는 부분으로 총 

개의 정보 명령을 담을 수 있다. 표 1은 전진, 후진, 정지 정보를 

정의한 것으로 키보드 입력에 따라 각 정보가 사용된다.

그림 2 LED를 이용한 OOK 변조

Fig. 2 OOK modulation using LED

그림 3 OOK 기반 송신 프레임 구조

Fig. 3 OOK-based transmission frame structure

표    1 입력에 따른 명령 및 송신 프레임 구조

Table 1 Command and transmission frame structure by input

Keyboard 
Input

명 령
Sync 

Packet
Information 

Packet

1 전 진 0 0 0 0 1 0 1 0

2 후 진 0 0 0 0 1 1 0 1

3 정 지 0 0 0 0 0 0 1 0

그림 4 MC로 맵핑된 송신 프레임 구조

Fig. 4 Transmission frame structure mapped to MC

본 논문에서는 후미등의 광원으로써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서 송신 프레임 구조를 MC로 맵핑한다. MC는 Data ‘0’을 [1, 0]

으로 Data ‘1’을 [0, 1]로 인코딩하는 것으로 후미등의 On, Off의 

주기를 균등하게 하여 조명으로써의 역할을 유지하게 한다. 따라

서 그림 4와 같이 데이터 길이가 2배로 커져 실제 전송되는 송

신 프레임 구조는 Sync Packet 8 bits와 Information Packet 8 

bits로 총 16 bits가 전송된다.

2.1.2 Motor 및 LED 후미등 제어

본 논문에서 전방 RC Car는 그림 5와 같이 키보드로부터 입

력받은 정보에 따라 LED 후미등과 Motor를 제어한다. 후미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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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송신 rate와 수신 rate의 동기화가 필요하다. 그림 6은 LED 

후미등 점멸 rate와 Camera의 frame rate를 나타낸 것으로 

Camera의 frame rate (30fps)에 맞추어 LED 후미등을 30Hz로 

설정한 것을 나타낸다. 추가적으로 정보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송신 프레임 구조를 총 4번 반복하여 전송한다. 그림 7은 명령에 

따른 Motor 제어를 나타내며 입력받은 명령에 따라 Raspberry 

Pi의 PWM 제어를 통해 Motor를 제어한다. 그림 7의 Motor 1은 

RC Car가 전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며, Motor 2는 후진하는 방

향으로 작동한다.

그림 7 명령에 따른 Motor 제어

Fig. 7 Motor control according to command

 

그림 8 수신부 Block Diagram

Fig. 8 Block Diagram of receiver

2.2 카메라 통신을 이용한 후미등 검출 및 데이터 수신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영상 처리를 이용해 전방 RC Car에서 

전송된 송신 데이터를 후방 RC Car에서 분석하여  제어한다. 그

림 8은 수신부의 전체 Block Diagram을 나타낸다. 먼저 Camera

를 통해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 처리를 이용해서 후미등 영역을 

검출한다. 이때 후미등 영역을 ROI로 두고 영역 검출에 성공하면 

ROI를 중심으로 추적한다. 이와 동시에 현재까지 분석된 Data의 

개수(data_count)가 16개 이상이 되면 Data를 분석한다. 만약 

Data 분석 중에 ‘0’이 연속으로 나오면 잘못된 영역으로 판단하

여 Data를 초기화하고 영역을 다시 검출한다. 또한, data_count

는 64 frame을 한 주기로 초기화되며 이는 최소한의 메모리 공

간으로 실시간 영상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수신된 Data 

분석을 통해 정보를 수신하고 Motor를 제어한다. 

2.2.1 실시간 영상촬영

본 논문에서 실시간 영상 촬영을 위해 Raspberry Pi Camera

를 이용하였다. Raspberry Pi Camera의 frame rate와 LED의 점

멸 rate를 맞추고 OCC를 이용하면 Camera의 매 frame에서 LED

의 On-Off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수신부는 실시간 영상 처리

를 위해서 빠른 연산 속도를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Camera에서 

얻어지는 영상은 RGB 세 개의 색상을 사용하게 되어 이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연산속도가 느려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Gray 

Image를 사용하였다. 그림 9는 실시간 영상을 Gray Image로 받

아 온 모습이다. 그림 9의 (a)는 LED가 On 되어 있을 때의 

Image를 나타내고, (b)는 LED가 Off 되었을 때의 Image를 나타

낸다.

(a) On Image (b) Off Image

그림 9 Gray Image로 변환한 On, Off Image

Fig. 9 On, Off Image converted to Gray Image

2.2.2 영역 검출

제안된 방식은 송신 프레임 구조를 MC로 인코딩하기 때문에 

3개의 연속 Image 이내에 On 또는 Off Image가 최소한 한 번

은 교차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연속되는 3개 

Image를 사용하여 후미등 영역을 검출한다. 이때 Image 

Differential 기법이 사용된다. Image Differential 기법은 연속되

는 On, Off 이미지를 차분하여 유사한 밝기 값을 가진 배경 부

분은 제거하고 값의 차이가 큰 후미등 영역만을 두드러지게 한

다. 그러나 Image Differential 기법은 3개의 Image가 사용되기 

때문에 처리 과정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64 frame 주기로 영역을 검출하는데 사용되고 그 외 Image에서

는 Block Matching 기법을 이용해 영역을 추적한다. 그림 10은 

그림 9의 (a), (b)와 같이 연속되는 On 또는 Off Image를 Gray 

Image로 가져와 Image Differential 한 결과 Imag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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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Differential 결과 Image

Fig. 10 Image of result with differential

(a) 검출한 ROI 영역 (b) margin을 준 ROI 영역

그림 11 Block Matching을 이용한 ROI 추적 과정

Fig. 11 ROI tracking process using Block Matching

2.2.3 ROI 추적

본 논문에서는 후미등 영역을 ROI로 설정하고 자동차가 이동

하는 상황에서 Block Matching 기법을 이용하여 ROI를 추적한

다. 먼저 그림 11(a)의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Image 

Differential을 통해 얻은 후미등 영역을 나타낸다. Block 

Matching은 후미등 영역을 기반으로 자동차의 이동을 고려하여 

ROI 주변에 margin을 주어 최소한의 영역에서 다시 후미등을 검

출하는 기법이다. 그림 11(b)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Block 

Matching 기법을 이용해서 후미등 영역에 margin을 준 모습이

다. 이 기법은 후미등이 있을 영역의 범위를 좁혀줌으로써 광범

위한 데이터 분석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

2.2.4 데이터 분석 기법

본 논문에서는 window 영역() 내 평균 밝기 최댓값에 

특정 비율()을 곱한 값을 Threshold로 설정하고, 이를 이용한 

Binarization 기반 데이터 분석 기법을 제안한다. 먼저 window 

영역()은 주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밝기에 적응하기 위해

서 식(1)과 같이 이전 데이터(⋯) 7개와 현재 데이

터() 1개로 정의된다. 이 때 의 크기는 명령 정보인 

Information packet의 크기와 같고, 은 현재 프레임에서 검출

된 후미등 영역의 평균 밝기 값을 의미한다. 식 (2)는 

Binarization 기반 데이터 분석 기법을 수식화한 것으로, 이 

특정 Threshold(max·) 값 이상이면 Data ‘1’, 이하이

면 Data ‘0’으로 정의한다. 추가적으로 는 LED의 잔상으로 인

한 데이터 분석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전 Image에서 후미등

이 On이면 Off일 때보다 크게 적용된다. 

   ⋯ 
                   (1)

   i f ≥ max· i f  max·     ≤    (2)

2.2.5 정보 수신 및 Motor 제어

본 논문에서 송신 프레임 구조가 Sync Packet 8bits와 

Information Packet 8bits로 총 16 bits를 가지므로 16개 이상의 

Data가 수신되었을 때 Matched Filter를 이용해서 정보를 수신한

다. Matched Filter는 먼저 Sync Packet 8 bits를 확인하고, 

Sync Packet이 일치할 때 Information Packet을 비교하는 방법

이다. 이때 Sync Packet과 Information Packet이 일치하면 그림 

7과 같이 Data의 정보에 따라 후방 RC Car의 Motor를 제어한다.

2.3 실  험 

2.3.1 실험환경

그림 12는 실험 환경을 나타낸다. 전·후방 RC Car의 본체는 

RC Car 키트, Raspberry Pi 3, Motor Driver, 보조 배터리를 이

용하여 만들었다. 후미등과 Camera는 LED와 Raspberry Pi 

Camera를 사용하였다. 정보 수신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리(cm)

별로 실험하였다. 전방 RC Car의 전진, 정지, 후진에 대한 정보

는 OCC를 사용하여 전송한다. 측정을 위한 실험 거리는 

10~100cm로 설정하였다. 또한, 가장 일반적인 Camera 상황에서 

거리 추정이 가능함을 보이기 위해 Camera 보정을 하지 않은 상

태로 진행하였다.

그림 12 실험 환경

Fig. 12 Experiment environment

2.3.2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전방 RC Car의 후미등과 후방 RC Car의 

Camera 간 거리에 따른 정보 수신율을 10cm에서 100cm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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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 간격으로 20번씩 확인하였다. 그림 14는 전진, 후진 정보 

수신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전방 RC Car의 

후미등과 후방 RC Car의 Camera 간 거리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후방 RC Car의 수신율을 나타낸다. 그래프에서 RC Car 간 거리

가 70cm 이하에서는 높은 수신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70cm 이

상에서는 급격하게 수신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

험 결과 70cm 이하의 거리에서 RC Car를 이용한 리더 추종이 

가능하였으며 70cm 이상의 구간에서는 후방 RC Car의 Camera

에 나타나는 전방 RC Car의 후미등이 검출되지 않아 정보 수신

이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3 차량 간 거리에 따른 명령 정보 수신율

Fig. 13 Information reception ratio according to distance of 

vehicle to vehicle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OCC를 리더 차량 추종에 적용하여 전방 RC 

Car의 후미등을 후방 RC Car의 Camera로 검출하고 분석하여 실

시간으로 통신하는 기법에 대해 제안한다. 또한, 실시간 영상 처

리를 통해 통신함으로써 리더 추종이 가능함을 제안한다. 전방 

RC Car는 OOK 및 MC를 사용하여 전진, 후진, 정지 각각의 정

보에 따른 송신 프레임 구조를 다르게 주어 전송한다. 후방 RC 

Car는 Camera에서 수신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후미등 

영역을 검출하고 추적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데이터 분

석 기법을 통해 주변 환경의 밝기 변화로 생기는 노이즈에 영향

을 받지 않고 데이터 수신이 가능한 것을 보인다. 이를 통해 얻

은 수신된 정보를 바탕으로 Motor를 제어한다. 주변 환경의 밝기 

값을 고려해주는 기법을 제안하여 노이즈에 대한 실험 결과 RC 

Car 간 거리가 70cm 이내에서는 90%로 이상의 수신율로 정보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후방 RC Car의 영상 

센서로 Raspberry Pi Camera를 사용하였지만 다른 고성능 

Camera를 이용한다면 더 높은 수신율을 보일 것이라 예상한다. 

따라서 본 논문 기법을 실제 차량에 활용하는 경우 전방 RC Car

의 LED 후미등과 후방 RC Car의 Camera를 실제 차량의 후미등

과 블랙박스로 이용한다면 추가적인 인프라 없이 리더 추종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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