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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가로등의 각도를 이용한 광카메라통신기반 횡방향 차량 

위치추정 기법

Optical Camera Communication Based Lateral Vehicle Position Estimation Scheme Using 

Angle of LED Street 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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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ane detection technolog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on car safety and self-driving capability of 

autonomous vehicle. This paper introduces an accurate lane detection scheme based on OCC(Optical Camera Communication) 

for moving vehicles. For lane detection of moving vehicles, the streetlights and the front camera of the vehicle were used for 

a transmitter and a receiver, respectively. Based on the angle information of multiple streetlights in a captured image, the 

distance from sidewalk can be calculated using non-linear regression analysis.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shows robust performance of accurate lan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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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동차 제조사 및 IT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많

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기술은 차량 측위 기술이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측위 기술인 GPS는 차량의 위치나 방향, 속

도 등의 정보를 얻는 데 사용되고 있다[1-2]. 하지만 차선을 인

식하는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GPS 기반 위치 측위보다 더 

정밀한 측위 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GPS 기반 측위는 먼 거리

에 있는 위성으로부터 대류층, 전리층을 통과한 신호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측위 오차가 크기 때문에 차선레벨에서 교통 정보

를 제공해줄 수 없고, 터널 등과 같은 위성 신호 수신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사용이 어렵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DGPS, 

초음파,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의 다양한 센서가 차량 측위에 

사용되고 있다[3-5]. 하지만 DGPS 및 고성능 센서기술을 구축하

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야 하므로 아직 상용화에는 어

려움이 있다. 최근 차량 측위에 주목받는 기술로 연결기반 인식기

술인 V2X가 있는데, V2V(Vehicle to Vehicle)와 V2I(Vehicle to 

Infrastructure) 등의 통신을 통하여 주변 환경을 인지하여 차량

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V2X 통신 기술을 통해 차

량 간 위치, 거리, 속도 등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주변의 다양한 교통 정보 및 환경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교통 인프라 중에서 야간에 거리의 안전과 교통의 안전을 위한 

조명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로등이고, 최근 가로등의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적이면서도 긴 수명을 가지는 LED 가로등이 

사용되고 있다[6-7]. LED의 다양한 장점 중에서 고속 플리커 제

어를 이용하면 무선 통신에 접목할 수 있다. LED를 기존의 조명

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고속 플리커 제어를 통한 무선 통신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Optical Camera Communication(OCC)

이다. 특히, OCC는 자동차의 광원과 도로 상의 광원 및 차량의 

카메라를 기존의 역할과 함께 통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 없이도 OCC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8-10].

본 논문에서는 가로등의 각도를 이용한 OCC 기반 횡방향 위

치추정 기법을 제안한다. 도로상에서 횡방향 위치추정의 성능은 

차량과 보도 간 거리로 나타낼 수 있고, 이는 영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개의 가로등이 이루는 각도를 통해 추정된다. 횡방향 위치

추정을 위해서 LED 가로등과 차량에 사용되는 카메라를 각각 

송, 수신기로 사용하였다[11-13]. LED 가로등은 현재 차량의 차

선수 및 차선폭에 대한 정보를 보낸다. 그리고 영상에서 얻은 가

로등 각도를 차량과 보도 간 거리에 대한 다수의 표본을 이용하

여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모델링 함수를 얻어내었다. 이 함수

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정밀한 횡방향 위치추정이 가능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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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챕터 2.1에서는 LED 가로등을 

이용하는 통신 방법 및 가로등 각도를 이용한 횡방향 위치추정 

방법을 소개한다. 챕터 2.2에서는 본 논문에서 얻어낸 모델링 함

수의 성능을 분석한다. 챕터 3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본  론

2.1 이  론

2.1.1 가로등 각도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카메라로부터 얻은 가로등의 각도를 이

용하여 차량의 횡방향 위치추정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 1은 차량

에 사용되는 카메라 영상에 가로등이 나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

으로, 가로등 각도()의 정의는 두 가로등 간의 각도로 나타낸

다. 그림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영상에 나타나는 모든 가로등

은 같은 각도를 이룬다고 가정한다. 영상에 나타나는 가로등 중

에서도 영상 픽셀 영역에서 우측 상단의 두 개의 가로등이 이루

는 각도를 이용하여 차량과 보도 간의 거리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의 L1은 영상에 나타나는 가로등 중 차량과 가장 가깝게 

위치한 가로등이며 L2는 그다음으로 가깝게 위치한 가로등이다.

차량의 카메라로부터 얻은 가로등 각도는 다음의 두 가지 특

징을 가진다. 첫째, 차량의 전, 후 움직임에도 각도의 변화가 없

이 일정하다. 둘째, 차량의 좌, 우 움직임에는 가로등의 각도가 

변화한다. 그러므로 가로등 각도 변화를 통해 차량과 보도 간의 

거리 변화를 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 단일 영상 내 여러 개의 가로등 각도

Fig. 1 Angle of multiple streetlight in a single image

 

2.1.2 LED 가로등을 이용한 송신 구조

차량의 영상으로부터 얻은 가로등 각도를 이용하여 차량과 보

도 간 거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도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도로의 차선 

수에 대한 정보이다. 가로등을 기준으로 해서 편도 몇 차선의 도

로인지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야 차선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도로의 차선폭이

다. 이는 차량이 주행 중인 차선이 정확히 몇 차선인지를 추정하

는 데 필요하며, 차량이 차선 변경 또는 차선 이탈 시 차량의 운

행 상태 감지하고 판단하는 것에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OCC 기술을 기반으로 LED 가로등을 이용하여 

위에 제시된 두 가지 정보를 전송한다. 그림 2는 무선 통신을 위

한 송신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다. 총 24bits로 구성되어 있고, 상

위 8bits는 동기화를 위한 Sync Data를, 하위 16bits는 도로 정

보를 담기 위한 Road Data를 송신하는 데 사용된다. Upper 

Data는 Sync Data와 Road Data의 중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

되며 실제 Road Data는 Sub Data에 사용된다.

그림 2 LED가로등에서 보내는 송신 프레임 구조

Fig. 2 Transmission frame structure from LED streetlight

2.1.3 영상센서를 이용한 정보 수신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전면부에 사용되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방에 있는 LED 가로등으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를 수신하는 것

을 고려한다. 카메라의 Frame Rate와 LED 가로등의 Optical 

Rate를 같게 설정함으로 카메라에서 얻어지는 각 영상 프레임에

서 가로등의 On, Off 변화를 감지하여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그림 3은 수신부의 전반적인 흐름을 나타내며 크게 가로등 영역 

검출 부분, 데이터 검출 부분, 가로등 각도 추정 부분이 있다.

2.1.4 가로등 픽셀 영역 검출.

그림 3의 Image Differential 과정은 영상 내에서 가로등의 픽

셀 영역을 검출하기 위한 과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 나타

나는 모든 가로등 중 우측 상위 두 개의 가로등을 이용한다. 초

기 가로등 영역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주행하면서 카메라에 나

타나는 가로등이 영역이 움직여 새로운 가로등 영역에 대한 검출

이 필요할 때 사용된다. 새로운 가로등 검출을 위해 먼저 Image 

Differential 기법을 사용하여 연속되는 두 개의 이미지를 차분한

다. 그 결과 LED 가로등의 송신 데이터에 따라 각각 On, Off의 

가로등을 가지는 두 이미지는 차분 영상으로 인해서 비교적 유사

한 밝기 값을 가지는 배경 부분은 제거되고 가로등 픽셀 영역에 

대한 부분은 두드러지게 된다. 하지만 데이터에 따라 On, On과 

Off, Off가 이어지게 되면 모든 영역에서 유사한 밝기 값을 가지

므로 가로등 영역 검출이 어렵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8장

의 연속되는 이미지를 사용한다. 연속되는 8장의 영상 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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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신 알고리즘 블록도

Fig. 3 Block diagram of receive algorithm 

(a) Image differential 과정

(b) Image differential 결과

그림 4 Image differential 결과

Fig. 4 Result of image differential

그림 5 Block Detection 결과

Fig. 5 Result of block detection

On, Off 상태가 최소한 한번은 존재하도록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차분 영상들을 더하여 가로등 픽셀 영역을 검출한다. 그림 

4는 8개의 영상으로부터 7개의 차분 영상을 얻어내는 과정을 나

타낸다. 

2.1.5 Block-detection을 이용한 가로등 검출

위의 가로등 픽셀 영역 검출 과정은 가로등 영역을 검출하는

데 8장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영상처리를 수행하므로 처리속도가 

긴 단점이 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로등의 영역

을 검출하는 상황이 아닐 경우 현재 이미지에서 바로 가로등 영

역 검출이 가능한 Block Detection 기법을 사용한다. 그림 5의 

Block Detection 부분은 본 과정을 나타낸다. 먼저, 가로등 영역

을 복사하는 과정의 편리를 위해 영상 Binarization을 수행한다. 

그다음, 이전 영상에서 얻어낸 가로등 영역 정보를 기반으로 

Block 형태로 복사한 후 빈 이미지에 붙인다. 이 과정을 통해 빈 

이미지에 가로등만 존재하는 이미지를 얻게 된다. 그림 5는 

Block Detection 기법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은 Block의 크기를 설정할 때 가로등 영역보다 크게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주행으로 인해 영상에 나타나는 가로등 픽셀 영역

이 조금 이동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기 위함이다.

2.1.6 데이터 검출.

카메라를 통해 연속적으로 얻은 가로등 픽셀 영역의 On, Off 

변화를 이용해 전송된 데이터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영상에 나타

나는 가로등 영역의 밝기 값을 분석해야 한다. LED 가로등의 

On, Off에 따라서 Block 영역의 평균값은 큰 차이를 보이므로 

On, Off를 구분해 낼 수 있는 Threshold 값을 적절히 설정하여 

0과 1의 신호를 구분한다. 영상을 얻어내는 상황에 따라 가로등

의 밝기와 크기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8

개의 영상에서 얻은 Block 영역의 평균값 중 최댓값과 최솟값을 

이용하여 Threshold를 설정하였다. 수신된 데이터의 길이가 송신 

데이터 프레임 구조 길이보다 클 때, Sync Data인 상위 8bits를 

비교하여 일치할 경우 Road Data인 16bits를 얻어내어 도로 정

보인 차선 수와 차선폭 정보를 검출할 수 있다.

2.1.7 가로등 각도를 이용한 위치 추정

카메라로 획득한 영상에 나타나는 각도를 이용하여 현재 차량

이 위치한 차선 위치를 추정하는 과정은 그림 3의 블록도에서 

Estimate the location of the vehicle에 해당한다. 먼저, 가로등 

각도를 얻기 위해서는 영상에 나타나는 가로등 중에서 두 개 이

상이 하나의 단일 영상 내에서 On 상태를 가져야 한다. 여기서 

모든 가로등이 일정한 각도를 가지므로 영상에 나타나는 가로등 

중 영상 픽셀 위치가 위쪽에 위치한 2개의 가로등만 고려한다. 

그림 6은 가로등 각도를 얻는 데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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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우리는 두 가로등의 중심점 좌표를 다음과 같이 (u1, 

v1), (u2, v2)로 정의하였고 두 중심 좌표 사이의 가로 길이와 세

로 길이를 각각 r12와 c12로 정의했다.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이용

하여 수식 (1)과 같이 가로등 각도 를 얻어낼 수 있다.

그림 6 영상 내에 LED 가로등의 픽셀 좌표

Fig. 6 Pixel coordinates of the LED streetlight in the image

  


                   (1)

위에서 얻은 가로등 각도를 이용하여 보도로부터의 차량 위치

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가로등 각도 를 이용한 수학적 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동환경에서 가로등 각도를 이용하여 차량과 보도 간 

거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도로 상에서 찍은 영상의 가로등 각

도와 그에 해당하는 차량 위치에 대한 표본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림 7의 환경에서 다수의 구간에서 얻은 가로등 각도를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차량과 보도 간 거리를 가로등 각도에 

대한 함수로 모델링하였다. 먼저, 차량과 보도 간 거리 변화에 따

른 가로등 각도를 얻기 위해서 선분 A에서 0.1m 간격마다 영상

을 획득하였고, 다음으로 차량의 전후 움직임에 대한 가로등 각

도 비교를 위해 선분 B, C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영상을 획득하였

다. 수식 (2), (3), (4)는 각각 선분 A, B, C에서 얻은 가로등 각

도 정보를 바탕으로 모델링된 가로등 각도 함수 수식이며, 수식 

(5)는 선분 A, B, C 각 구간의 가로등 각도의 평균값으로 얻은 

함수 수식이다. 가로등 각도 함수는 3차 방정식으로 나타나며 차

량과 도보간 거리가 멀수록 가로등 각도의 변화량이 작고, 가까

울수록 가로등 각도 변화량이 크게 나타난다.

  ×
       (1)

그림 7 가로등 각도 함수를 모델링하기 위한 실험 환경

Fig. 7 Experimental environment for modeling streetlight 

angle functions

   ×
      (2)

   ×
      (3)

   ×
      (4)

위에서 얻어 낸 차량과 보도간 거리 정보와 더불어 LED 가로

등에서 보내어지는 차선수, 차선폭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면 현재 

차량의 위치가 중앙선으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차선 폭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주행 중인 차량의 횡방향 

위치 추정을 수행할 수 있다.

2.2 실 험

본 논문에서는 LED 가로등 각도를 이용한 횡방향 위치 추정을 

위해 세 종류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1에서는 차량의 전, 후 

위치 변경과 좌, 우 위치 변경에 따른 가로등 각도를 확인하였고, 

실험 2에서는 차량과 보도 간 거리 변화에 따른 가로등 각도 변

화를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가로등 각도에 대한 함수 모델링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실험 3에서는 모델링 된 가로등 

각도 함수를 이동환경에 적용하여 차량과 보도 간 거리를 추정하

고 그 결과로부터 가로등 각도 함수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2.2.1 실험 1

실험 1에서는 차량의 전, 후 위치 변경과 좌, 우 위치 변경에 

따른 가로등 각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표 1은 실험 환경 및 사용

된 기기를 나타낸다. 편도 3차선의 도로를 가정하였고, 차량의 

전, 후 위치 변경에 따른 가로등 각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각 차

선에서 차량을 기준으로 전방 5m에서 8m까지 30cm 간격으로 

총 10구간에서 가로등 각도를 얻었다. 차량의 좌, 우 위치 변경

에 따른 가로등 각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1, 2, 3차선에서 가로등 

각도를 얻었다. 그림 8은 차량의 전, 후 움직임에 따른 가로등의 

각도를 각 차선에 따라서 보인 실험 결과이고, 표 2는 각 차선에

서 얻은 가로등 각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차선별로, 즉 차량의 좌, 우 움직임에 따라 가로등 

각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의 전, 후 움

직임을 나타내는 차량과 가로등 간의 거리 변화에는 가로등 각도

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실험 1의 실험 환경 및 사용된 기기

Table 1 Experiment environment and used device in 

experiment 1

가로등 높이 2m

가로등 간격 2m

차선 개수 3

자동차와 첫 번째 가로등 간 거리 5m ~ 8m

카메라 높이 0.28m

차선폭 0.375m

사용된 카메라 LG G2(4160×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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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로등 각도 함수(7m)
(c) 가로등 각도 함수(9m)

(b) 가로등 각도 함수(8m) (d) 가로등 각도 함수(평균)

그림 9 가로등 각도를 바탕으로 모델링된 가로등 각도 합수 그래프

Fig. 9 Streetlight angle function graph modeled based on streetlight angle

1차선 2차선 3차선

가로등 각도 평균(°) 39.974 54.041 80.268

가로등 각도 표준편차(°) 0.384 0.494 1.301

표    2 차선 별 가로등 각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streetlight angle 

by lane

그림 8 차선 별 가로등 각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Fig. 8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streetlight angle by 

lane

2.2.2 실험 2

실험 2의 환경은 그림 7에서 나타내었다. 밝은 두 원은 LED 

가로등 광원이며 직선 S 위에 놓여있다. 직선 S는 도로와 보도를 

구분하는 기준선으로 오른쪽은 보도, 왼쪽은 도로이다. 오른쪽 상

단의 (X, Y, Z)축으로 실험환경의 공간을 정의했으며 중심점은 

첫 번째 가로등의 바닥으로 정하였다. 선분 A, B, C는 각 (-1, 7, 

0.28)~(3.5, 7, 0.28), (-1, 8, 0.28)~(3.5, 8, 0.28),(-1, 9, 0.28)~ 

(3.5, 9, 0.28)의 범위를 가지며, 여기서 Z축의 0.28m는 사용된 

카메라(Iphone(1280x720))의 높이이다.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한 

함수 모델링에 사용된 가로등 각도는 선분 A, B, C에서 0.1m 간

격마다 촬영하였으며 선분마다 총 46개의 위치에 따른 가로등 

각도 정보를 얻어내었다.

그림 10의 (a), (b), (c)는 각 선분 A, B, C에서 얻은 가로등 

각도를 바탕으로 모델링된 가로등 각도 함수 수식 (2), (3), (4)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가로등 각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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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분 A(7m) 

(b) 선분 B(8m) 

(c) 선분 A(9m)

그림 11 이동환경에서의 차량-보도간 거리추정 결과

Fig. 11 Estimation results of vehicle-to-sidewalk distance in 

move environment

따른 보도로부터의 거리가 각 선분 A, B, C에 대해 같게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이는 차량의 전, 후 이동에는 가로등의 각도 변

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림 10의 (d)에는 수식 (5)를 

포함하여 전체 수식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4개의 그래프가 모두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전, 후 위치와 관계없이 모델링 된 

함수를 사용하여 차량과 보도간 거리 추정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m 3m 4m

5m 6m 7m

그림 10 선분B에서의 실험 영상 샘플

Fig. 10 Sample of experiment image at line B

2.2.3 실험 3

실험 2에서 얻은 가로등 각도 함수를 이용하여 실험 3에서는 

차량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위치를 추정하고 함수의 신뢰도를 검

증하였다. 실험환경은 실험 2와 같으며, 선분 A, B, C에서 카메라

를 이동하며 동영상 촬영을 수행하였다. 이동하는 상황에서 실제 

거리와 추정 거리의 오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0.5m 구간마다 1~2

초 정지한 후 계속해서 이동하였다. 그림 11은 선분 B를 따라 

촬영된 동영상에서 0.5m 구간마다 1~2초 정지한 순간을 나타내

었다.

그림 12의 (a), (b), (c)는 각 선분 A, B, C를 따라 촬영된 동

영상으로부터 얻어낸 차량과 보도 간 거리에 관한 결과이다. 그

림의 가로축은 영상의 Frame 수를 의미하고, 세로축은 추정된 

차량과 보도 간 거리를 나타낸다. 차량과 보도 간 거리 추정을 

위해 수식 (5)인 각 구간의 평균값으로 만들어진 가로등 각도 함

수를 사용하였다. 그림 12의 (a), (b), (c)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정 

간격으로 차량과 보도 간 거리 값이 변화하지 않는 구간이 있다. 

이 구간이 추정 거리 오차를 분석하기 위해 0.5m 구간마다 정지

한 구간이다. 표 3에서는 선분 A, B, C를 따라 찍은 동영상을 이

용하여 차량과 보도간 거리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선분 A에서 

0.063m로 가장 높은 오차를 보였으며, 다른 선분에서도 비슷한 

오차 값을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오차 값이 대체로 낮게 나타나

므로 모델링을 통해 얻은 함수의 신뢰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차량의 전방 카메라에서 얻은 가로등 각도 및 도로 

정보를 활용하면 도로상에서 차량의 횡방향 위치를 정밀하게 파

악할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전한 운전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해줄 

수 있다.

선분 A 선분 B 선분 C

오차 (m) 0.063 0.050 0.056

표    3 가로등 각도 함수의 오차

Table 3 Error of streetlight angl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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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ED 가로등의 각도 정보를 이용한 광카메라 

통신기반 횡방향 위치추정 기법을 제안하였다. 차량과 보도 간의 

거리를 정밀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LED 가로등이 차선 수와 차

선 폭에 대한 정보를 송신하고, 차량 전면에 사용되는 카메라를 

수신기로 사용하여 정보를 얻어내었으며, 영상 내에서 가로등들

이 이루는 각도 정보를 이용하였다. 특히 가로등 각도를 이용한 

차량과 보도 간 거리 추정을 위해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모델

링 된 함수를 사용하였다.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

링 함수의 차량과 보도 간 거리 추정 오차가 0.063m 이내로 나

타났으므로, 정밀한 횡방향 위치추정을 통해 차선 기반으로 위치

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차량의 안전 운행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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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2009년 : 삼성전자 통신연구소

(현, DMC연구소) 책임연구원

2009년~2014년 : LED-IT 융합산업화연구센

터 부센터장(2012) 및 분과장

2009년~현재 : 영남대학교 전자공학과 부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