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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얼굴 검출 시스템에서 얼굴의 검출율과 처리 속도는 요한 고려사항이며 이 두 가지는 서로 비례 

계에 있다. 재 얼굴 검출 시스템은 소 트웨어 처리가 부분이며 소 트웨어만으로는 HD(High 
Definition)의 상 처리는 어렵다. 따라서 본 실시간 얼굴 검출 상처리를 한 처리 과정 에 하

나인 상 축소기를 설계하고 이를 구   검증하 으며 소 트웨어로 작성된 알고리즘과 처리 속도

를 비교하 다. 

1. 서론

   최근 얼굴 검출  인식 시스템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를 들면,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

라 등에서 얼굴 검출  인식 시스템은 이미 기본 으로 

장착되어 있다[1]. 재까지는 이러한 얼굴 인식 시스템은 

해상도의 소 트웨어 기반의 설계  구 이 부분이

다. 그러나 HD  상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많이 증가함

에 따라 실시간으로 얼굴 검출  인식을 할 수 있는 시

스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HD 상의 실시간 

얼굴 검출을 해서는 소 트웨어를 설계  구 으로는 

처리 시간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HD  

상에서의 얼굴 검출을 한 사  처리과정에서 사용하는 

상 축소기를 설계하 다. HD  상에서 얼굴 검출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려면 33ms안에 모든 상처리가 끝

나야 한다[2]. 하지만 상 축소기를 소 트웨어로 동작시

키면 약 27ms정도의 사용 시간이 나온다. 따라서 얼굴 검

출의 메인 알고리즘의 하드웨어 변형에 앞서 상 축소기

의 하드웨어 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성 축소기

를 설계하고 시뮬 이션 하 으며 한 Xilinx 사의 

Spartan-6 FPGA보드를 이용하여 구   검증하 다[3].

2. 본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상의 축소 방법은 Nearest 

Neighbor 방법을 사용한다[4]. 이는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

는 픽셀들  특정수의 픽셀들만 샘 링 하는 것으로써 

Linear Interpolation이나 Bi-Linear Interpolation 방법에 

비해 빠르게 이미지 축소를 실행할 수 있다[5]. 한 제안

하는 시스템은 스트리  방식의 표  비디오 신호를 실시

간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방법이 합하다고 할 

수 있다. 상의 축소는 표  비디오 신호의 데이터 인가 

신호의 제어를 통해서 이 지도록 설계하 다. 

   (그림 1)은 제안한 시스템을 Matlab을 이용해 의사코

드로 모델링하 다. 입력 상에 해서 가로축 1280개의 

픽셀을 7개의 픽셀마다 한 번씩 데이터 인가 신호를 

‘High'에서 ’Low'로 바꿔주도록 한다. 세로축도 마찬가지

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 클록마다 ‘High’에서 

‘Low’로 바 는 구간에서 데이터를 샘 링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게 한다. 이를 통해 상의 

축소가 이 진다.

(그림 1) 제안한 시스템의 M-Code를 이용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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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는 의 의사코드를 바탕으로 제작한 제안하는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입력으로 스트리  방식의 

24비트 RGB 데이터와 타이  신호들이 들어온다. 이  

타이  신호는 Scale Counter 모듈에서 입력 받아 Image 

Scaler 모듈로 보내  Horizontal과 Vertical 카운트 신호

를 만들어 다. 이 두 카운터는 데이터 인가 시간동안 각

각 0부터 1279, 719를 카운트하며,  Image Scaler 모듈은 

입력으로 들어오는 카운터의 숫자를 기 으로 각 이미지

에 맞는 데이터 인가 신호를 출력한다. 이 게 생성된 데

이터 인가 신호를 사용하여 데이터 라인 버퍼를 채운 뒤 

출력으로 보내고 6x1 멀티 서를 이용해 이  하나를 

화면에 출력한다. 

(그림 2) 체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설계한 블록다이어그램에 기반을 두어 HDL를 이용하

여 설계를 진행하 다. (그림 3)는 제안한 설계의 시뮬

이션 결과 화면이다. (그림 3(a))의 붉은 네모 부분이 입

력으로 들오는 원본 데이터이다. (그림 3(b))는 1단과 2단

의 데이터 인가 신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라인버퍼에 

장한 뒤 이를 출력한 화면이다.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

이 데이터 인가 신호가 ‘High’에서 ‘Low’로 떨어진 부분에

서는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아 출력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 시뮬 이션 결과

3. 구   검증

   시뮬 이션 결과를 통해 확인된 하드웨어를 Xilinx 

Spartan-6 FPGA 보드를 이용해서 구 했다. 우리는 제안

하는 시스템을 임베디드 시스템에 내장가능하게 구성하기 

해서 Xilinx 사의 MicroBlaze 소 트코어를 활용한 

랫폼 기반 설계를 진행하 다. 

   (그림 4)은 제안하는 시스템을 IP화하여 Core 

Connection PLB Slave 버스에 연결한 그림이다. 와 같

은 환경 구성을 통해 설계한 IP의 동작 확인  디버깅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림 4) 사용한 랫폼 블록 다이어그램

   <표 1>은 Xilinx의 XST 합성기를 이용해 합성한 결

과이다. 결과를 보면 Register는 체의 극소수를 사용해

서 0%, LUTs는 약 5%정도를 사용한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가능한 최  동작 주 수는 약 183Mhz로 동작이 가능

하다. 

Used Avail. Util.

Slice Logic Utilization

Number of Slice Reg. 1169 184304 0%

Number of Slice LUTs 5511 92152 5%

Slice Logic Distribution

Number with unused F/F 4835 6004 80%

Number with unused LUT 493 6004 8%

Specific Feature Utilization

Number of BUFG/BUFGCTRLS 1 16 6%

Min. period : 5.460ns (Max Freq. 183.155Mhz)

Min input arrival time befor clock : 5.010ns

Max output required time after clock : 7.175ns

<표 1> 시스템의 합성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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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구 한 상 축소기의 출력 결

과화면이다. (a)부터 (f)까지의 상축소비율은 0.125배로 

본 논문에서는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소 트웨어를 

통해 축소 단계별로 출력되어 나오는 상을 제어하도록 

했다. 그림에서 세로 라인의 축소가 이 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출력으로 사용한 라인버퍼의 크기를 4라인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는 후에 얼굴 검출을 한 

상처리를 한 것이다. 

(a) 1280x720 (b) 1120x630

(c) 980x552 (d) 858x483

(e) 751x423 (f) 658x371

(그림 5) 상 축소 결과

4. 결론

   본 논문에서 HD  상에서 얼굴 검출의 실시간 처리

를 한 Image Scaler 모듈을 설계  구 하 다. 신호

의 입력과 출력에 해서 Matlab을 활용하여 의사코드로 

모델링하 으며, 이를 하드웨어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설계

하고 HDL을 이용한 하드웨어 설계를 통해 최종 으로 

Spartan-6 FPGA 보드를 이용하여 구 하 다. 실시간으

로 입력되어지는 스트리  방식의 표  디스 이 신호

의 타이  정보를 이용해 데이터 인가 신호의 제어하 으

며, 이를 MicroBlaze 소 트코어 랫폼에 IP화하여 내장

하 다. 그리고 소 트웨어의 작성을 통해 이를 검증해본 

결과 실시간 상 축소가 가능함을 확인하 다. HD  화

면에서의 얼굴 검출에는 많은 연산양과 메모리가 필요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상 축소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

율 인 얼굴 검출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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