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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소형, 력의 임베디드 시스템은 가로 구성되는 시스템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넓고 다양한 지역에 분포될 수 있고 분포 시킬 시스템의 개수와 설치 방법등에 있어 큰 유연성을 가

지고 있어 그 활용에 있어 매우 큰 잠재 인 요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채용되는 마이크

로컨트롤러는 매우 제한된 메모리 용량과 낮은 클럭속도, 낮은 벨의 연산 성능을 가지는게 일반 이

다..

본 논문에서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한 상 촬   압축 시스템은 이러한 소형의 마이크로 컨트

롤러를 사용한 소형의 력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한 목 의 상 촬   압축을 한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 상을 촬 하고 촬 된 상을 JPEG로 압축하며 이를 내부 메모리에 보

함으로써 사양의 마이크로컨트롤러를 가지는 시스템과 낮은 데이터 송률을 가지는 통신 환경에서

도 이미지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매우 소형의 시스템으로 배터

리 동작 기반의 력 시스템을 한 설계로 유비쿼터스 환경의 구성에 매우 유용한 기능을 제공한

다.

1. 서론 

   유비쿼터스 환경은 사물을 네트워크 기반의 공간

으로 끌어들여 인간과 사물의 유기 인 결합을 통한 

안 하고 풍요로운 인간생활의 추구를 목 으로 한

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에 한 연구와 심은 

IT기술의 획기 인 발 과 더불어 기존의 생활 패

턴에 한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여러 곳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혹은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에 센서  구동기 로세서 등을 내장시키고 

이들의 고유 기능에 정보처리  정보기술을 삽입함

으로써 인간생활에 한 궁극 인 변화와 향상을 꾀

하고 있다. 

이 게 사물과 환경에 삽입되기 한 시스템은 매우 

작은 사이즈로 구성되어 궁극 으로는 사용자가 인

지하지 못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한 한번 실제 

환경에 용 될 경우 매우 오랜 시간에 걸친 시스템

의 지속성을 가지는 효율 인 력소모 구조를 갖는 

시스템을 요구하고  매우 가로 구성되어 사물에 

삽입할 때 개수와 분포 방법 등에 있어 가격 으로 

제약을 주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로 이들에 장착되는 마이크로 로세서들은 제한

인 성능을 가지게 되는데 그 로 로세서들은 

력을 하여 낮은 클럭속도를 가지고 이에 따라 

낮은 벨의 연산 성능을 가지며 한 매우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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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용량을 가진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이미지를 

요구하는 어 리 이션에 용될 경우 재의 시스

템으로는 이들을 처리할 수 이 되지 않는다. 반면

에 재 이미지 기능이 용된 모바일 환경으로는 

휴 폰과 PDA, 노트북, UMPC 등이 있으며 이들은 

공통 으로 매우 고성능의 로세서를 탑재하고 상

으로 커다란 메모리를 장착하고 있어 이미지를 

촬 하고 이를 작은 사이즈로 압축하는데 소요되는 

시스템 리소스 비율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게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사

용될 소형 임베디스 시스템에 용하는 것을 목 으

로 하는 이미지 기반 서비스를 한 이미지 캡처, 

상 압축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 하는 기능을 가

진 소형 력의 상 촬 , 압축시스템을 구 하

고 테스트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시스템 구조

2.1 재 이미지 촬  시스템의 개요

   재 휴 폰, PDA, 노트북, UMPC 등의 모바일 

기기를 한 이미지 촬 을 한 장치는 

Mega-pixel 의 CMOS 이미지 센서가 주로 쓰인

다. 이들 모바일 기기는  CMOS 센서를 통한 상

을 LCD등의 디스 이 장치를 통하여 유 에게 보

여주고 유 는 가장 한 상태의 화면을 선택하여 

이미지를 캡쳐하게 된다. 통상의 CMOS 센서는 

상 데이터를 달하기 해 8비트 이상의 데이터라

인과 몇몇의 제어신호를 가진다. 이들 신호는 보통 

pixel clock이라는 신호를 통해 동기화 되며 상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은 이 클럭을 기 으로 CMOS 카

메라로부터 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림 1) CMOS 이미지 센서의 출력 신호

(그림 1)은 CMOS 이미지 센서의 출력신호의 타이

이다. FRAME_VALID 신호는 하나의 상 체

를 통해 데이터의 유효성 여부를 나타내며 

LINE_VALID 신호는 상  하나의 라인에 한 

데이터의 유효성 여부를 나타낸다. PIXCLK은 데이

터라인의 데이터를 획득하기 한 동기 신호로써 쓰

인다. 일반 으로 PIXCLK 신호는 매우 빨라 이 신

호를 통하여 상을 장하기 해서는 용의 하드

웨어가 있어야 하고 특히 소형 마이크로컨트롤러를 

통해서 데이터를 획득하기란 매우 어렵다. 

다음은 일반 으로 CMOS 카메라 모듈을 통해 상

을 장하는 시스템들의 구조이다.

(그림 2) 카메라 시스템 1

(그림 2)의 시스템은 호스트 로세서에 CMOS 카

메라 모듈 용의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HOST 로세서는 칩 내부의 카메라 인터페이스 

용의 하드웨어 주변장치를 사용하여 카메라 모듈로

부터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를 DMA등을 통하여 시

스템의 메모리로 송한다. 시스템은 이 메모리의 

데이터를 통하여 LCD에 카메라 상을 출력하여 사

용자에게 제공한다. 로세서의 성능이 뛰어나 

JPEG압축은 소 트웨어 으로 처리한다.

(그림 3) 카메라 시스템 2

(그림 3)의 시스템은 JPEG 압축 용 칩을 사용하

는 경우이다. JPEG 압축용 칩에 LCD Display용 컨

트롤러가 내장되어 직  LCD에 출력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이 상을 사용하여 캡처할 상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상의 압축에 압축 용 칩

이 사용되기 때문에 호스트 로세서의 상처리에 

한 시스템 부하는 상당히 어들게 된다. 



제27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1호 (2007. 5)

925

(그림 4) 카메라 시스템 3

(그림 4)의 시스템은 카메라 모듈 자체에 JPEG 압

축을 한 하드웨어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이다. 압

축되지 않은 상데이터와 압축된 상 데이터가 같

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출력된다. 호스트 로세서

는 압축되지 않은 상데이터를 받아 LCD에 출력하

며 압축된 상데이터는 압축용 소 트웨어를 통하

지 않고 그 로 메모리에 장하면 된다. 이 시스템

의 장 은 JPEG 압축을 한 시스템의 부하가 거의 

없으며 JPEG 압축을 한 소 트웨어의 검증 차를 

일 수 있고 한 상 촬   압축이 한 칩에 구

되어 매우 력 특징을 가지는 것을 꼽을 수 있

다.

2.1 본 시스템의 구조

   본 시스템에서는 (그림 4)에서 채용한 카메라 모

듈을 사용하 다. CMOS 카메라 모듈은 내부에 

JPEG 압축 기능을 하는 하드웨어 모듈과 촬 될 이

미지를 한 각종 세 을 한 Image Flow 

Processor(IFP)가 내장되어 있다. 하지만 본 모듈은 

압축되지 않은 상과 압축된 상을 동일한 인터페

이스를 통하여 출력하게 되며 이 인터페이스는 (그

림 1)에서 언 한 것과 같이 8개의 데이터라인과 

LINE_VALID, FRAME_VALID, PIXCLK로 구성되

어있다. PIXCLK는 내부 PLL 블록을 통하여 자동으

로 생성되며 PIXCLK의 빠른 속도로 인해 이 인터

페이스를 통하여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데이터를 획

득할 수 없으므로 추가 인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해 우리는 FIFO의 기능을 가지는 OKI사의 12비

트 256K word용량의 field memory를 사용하 다. 

이 메모리를 사용함으로써 카메라 모듈에서 빠른 속

도의 PIXCLK을 통해 출력되는 이미지 데이터를 안

정 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JPEG으로 압축된 한 

임의 이미지 데이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필요

할 때까지 장될 수 있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CMOS 카메라 모듈과 field memory의 write reset, 

read reset  write enable, read enabe의 타이 을 

컨트롤하고 Field Memory에는 압축된 JPEG 상 

데이터만 장 될 수 있도록 한다. 

상의 캡처가 완료된 이후 CMOS 카메라 모듈은 

원 약을 해 Stand-by모드로 환하며 이 시

스템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field memory만이 

원을 소모한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메모리에 장

된 상을 모두 사용하고 나면 원모듈의 제어신호

를 사용하여 이미지 시스템을 한 원을 차단함으

로써 효율 인 원 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림 5)는 본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그림 5)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한 이미지 

시스템

3. 시스템 구   테스트

    본 시스템은 마이크로컨트롤러-카메라 모듈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의 사이즈를 자유자재로 

조 할 수 있다. 따라서 임베디드 시스템의 사용 용

도에 따라 유연한 확장성을 제공하며 배터리 동작 

기반의 력 시스템을 한 설계와 40 x 30 mm

의 소형 사이즈로 유비쿼터스 환경에 최 화된 상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매우 소형의 시스템

으로서 상을 마이크로컨트롤러가 필요할 때 까지 

장함으로써 낮은 데이터 송률과 열악한 채  환

경을 갖는 통신 시스템에도 용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2.4Ghz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 장착

되어 테스트 되었다. 카메라 시스템에 내장된 센서

를 통하여 신호를 입력받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이

미지 시스템에 캡처 명령을 보내게 되며 이미지 시

스템은 그때의 상을 캡처하고 압축하여 메모리에 

장한다. 무선 통신 시스템은 이 상 데이터를 무

선을 통해 호스트 시스템에 송하며 호스트시스템

은 이를 display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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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이미지 시스템 (상)

(그림 6)은 이미지 시스템의 윗면의 사진이며 아래 

(그림 7)은 이미지 시스템의 아랫면의 사진이다. 

(그림 7) 이미지 시스템 (하)

(그림 8) 무선 통신 시스템

(그림 8)은 이미지 시스템을 장착하여 상을 획득

하고 무선을 통하여 송을 담당할 2.4Ghz 역의 

무선 통신 시스템 보드이다. 

본 시스템의 동작시 소요되는 류는 이미지의 캡처

 JPEG 상의 압축시에 약 5  가량의 시간이 소

요되며 이때 사용되는 류는 약 80mA이다. 하지만 

상의 캡처 이후에는 Stand-by모드 혹은 원모듈

의 제어를 통한 원차단을 통하여 류를 제어함으

로써 력 리를 수행한다.

4. 결과

 (그림 9)는 본 시스템으로 상을 촬 하고 이를 

2.4Ghz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송하여 호스

트 컴퓨터의 화면에 display한 화면이다. 상은 

320×240사이즈로 테스트하 다.

(그림 9) 상 촬   송 결과

5. 결론

  본 시스템은 매우 소형의 이미지 캡처, 압축  

장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서 배터리 동작 기반의 

력으로 설계되어 로세싱 능력이 약한 소형의 

마이크로컨트롤러시스템에 상 기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소형  

력의 특징을 가지면서 상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향후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성하는 시스템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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