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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상 품질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히스토그램 평활화 알고리즘은 하드웨어 회로로 구현되면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경우보다 작업 속도 면에서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 FPGA를 이용한 히스토그램 평활화 회로 구현에 대부분의 최신 

FPGA에 포함된 곱셈기 회로와 상당량의 SRAM을 이용하고, 파이프라인을 적용하면 히스토그램 평활화 회로의 전

체적인 동작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8비트 심도를 갖는 흑백 영상에 대해 히스토

그램 평활화 작업을 고속으로 수행 가능한 FPGA 구현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회로는 FIFO를 이용하여 한 개의 영

상에 대한 평활화가 진행되는 동안 다음 영상에 대한 히스토그램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FIFO를 이용한 일부 작업의 

시간적 중첩과 내장된 곱셈기 회로 그리고 파이프라인 적용 효과로 회로의 전체적인 성능은 대략 매 클럭마다 한 개

의 화소에 대해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영상을 분할하여 히스토그램 평활화 작업의 일부를 병

렬 처리하면 그 성능을 속도 면에서 거의 두 배로 향상할 수 있다.

ABSTRACT

Histogram equalization is the most frequently used algorithm for image enhancement. Its hardware implementation 
significantly outperforms in time its software version. The overall performance of FPGA-based implementation of 
histogram equalization can be improved by applying pipelining in the design and by exploiting the multipliers and a lot 
of SRAM blocks which are embedded in recent FPGAs. This work proposes how to implement a fast histogram 
equalization circuit for 8-bit gray level images. The proposed design contains a FIFO to perform equalization on an image 
while the histogram for next image is being calculated. Because of some overlap in time for histogram equalization, 
embedded multipliers and pipelined design, the proposed design can perform histogram equalization on a pixel nearly at 
a clock. And its dual parallel version outperforms in time almost two times over the original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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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히스토그램 평활화(histogram equalization)[1-5]는 

가장 대표적인 영상 품질 개선 방법으로 영상을 구성하

는 화소들이 갖는 명암값(gray level)의 동적 범위를 원

본 영상보다 확대하여 영상의 대비를 개선하는 기법이

다. 그림 1은 히스토그램 평활화의 효과를 보여준다. 히
스토그램 평활화를 통하여 영상의 화소들이 갖는 명암

값이 차지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영상의 대비

가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 Example of histogram equalization 
(a) original image, (b) equalized image, 
(c) histogram of (a), (d) histogram of (b)

히스토그램 평활화는 주로 영상 처리 시스템의 전처

리(preprocessing) 단계에서 수행되며 하드웨어를 이용

하여 그 수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시도

되었다[6-12]. 초기 연구 [6, 7]는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를 이용한 히스토그램 평활화 구현 방법을 

연구하였고, 이전 연구 [8]는 갑작스러운 명암값 변화를 

억제하는 적응형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을 고안하여 

이를 FPGA로 구현하였다. 이후에는 회로의 복잡도를 

낮추고 FPGA 내부 자원의 사용률을 줄이기 위해 히스

토그램 평활화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구현 방법

도 연구되었다[9-11]. 그러나 구현된 회로의 성능 지표 

중 하나인 동작 속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전 연구 [12]는 FPGA 내부 자원이 충분히 제공된다

는 전제하에 영상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에 대해 히스토

그램 평활화를 동시에 병렬로 수행하여 그 수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병렬 

처리를 위하여 영상의 모든 화소의 명암값이 레지스터

에 저장되어야 하고 평활화가 적용된 결과 역시 모두 레

지스터에 저장된다. 따라서 히스토그램 평활화 대상 영

상과 결과 영상이 RAM 같은 메모리 장치에 저장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메모리 장치에 저장된 명암값을 레

지스터로, 레지스터에 저장된 평활화된 명암값을 메모

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

에 그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최근의 대부분 FPGA는 곱셈기 회로와 상당량의 

SRAM을 포함한다. 내장된 곱셈기 회로를 이용하면 곱

셈이나 나눗셈 연산을 매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내
부의 SRAM을 활용하면 다수의 영상에 대해 순차적으

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작업을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회로 설계에 파이프라인(pipelining)[13]을 적용하면 회

로가 구현된 FPGA의 최대 동작 주파수와 전체적인 동

작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8비트 심도를 

갖는 흑백 영상에 대해 히스토그램 평활화 작업을 고속

으로 수행 가능한 FPGA 구현 방법을 제안하고, 그 성능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안된 방법은 다수의 영상에 대

해 순차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히스토그램 평활화

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전체적인 성능은 대략 매 

클럭(clock)마다 한 개의 화소에 대해 히스토그램 평활

화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상을 분할하

여 히스토그램 평활화 작업의 일부를 병렬 처리하여 회

로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도 제안한다. 

Ⅱ. 히스토그램 평활화

8비트 심도를 가진 흑백 영상의 경우 각 화소가 가질 

수 있는 명암값은 0부터 255 중 하나이다. 영상의 각 화

소가 가질 수 있는 명암값을 라고 하고 영상 안에서 

의 발생 빈도를 라고 하면 영상의 히스토그램은 식(1)

처럼 표현된다.

          ⋯  (1)

영상의 수평 해상도를 , 수직 해상도를 라고 하

면 식 (1)의 히스토그램은 영상의 화소수 ∙  로 



영상 품질 개선을 위한 FPGA 기반 고속 히스토그램 평활화 회로 구현

1379

나누어 식 (2)와 같이 정규화 될 수 있으며 이는 명암값 

의 확률밀도함수(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에 해당한다. 

 ∙

 
∙


     ⋯  (2)

히스토그램 평활화는 영상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에 

대해 적용하며 각 화소가 가질 수 있는 명암값 에 대

응하는 히스토그램 평활화된 명암값 는 식 (3)과 같이 

구해진다.

 ⌈ × ⌉      ⋯  (3)

그리고 식 (2)로부터 는 식 (4)처럼 표현될 수 있다.

 ⌈∙ × ⌉     …  (4)

히스토그램 평활화는 영상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에 

대해 각 화소의 명암값 에 대응하는 를 구하는 과정

이라 할 수 있다.

Ⅲ. 제안된 FPGA 기반 구현 방법

3.1. 회로 구조 및 동작

제안된 회로는 그림 2처럼 히스토그램 계산 블록

(histogram calculation block), 영상 저장 블록(image 
storage block),   계산 블록(  calculation block) 그리

고 평활화 블록(equalization block) 크게 네 부분으로 구

성되며 총 세 단계를 거쳐서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공급되는 입력 영상의 히스토그

램을 구하고 입력 영상을 영상 저장 블록의 FIFO(First-In, 
First-Out)에 저장한다. 이를 위해 입력 영상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들의 명암값은 순차적으로 히스토그램 계산 

블록과 영상 저장 블록에 동시에 공급된다. 히스토그램 

계산 블록에서는 식 (1)의 명암값 발생 빈도 가 계산

되고, 이것은  계산 블록과 공유되는 256 바이트 듀얼 

포트(dual-port) RAM에 저장된다.

Fig. 2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design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계산 블록에 의해 RAM에 저

장되어 있는 를 이용하여 식 (4)의 가 계산되고, 이

것은 평활화 블록과 공유되는 256 바이트 듀얼 포트 

RAM에 저장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영상 저장 블록과 공유되는 FIFO

에 저장된 영상을 대상으로 평활화가 수행된다. 이 단계

에서 평활화 블록은 RAM에 저장되어 있는 를 참조하

여 입력되는 명암값 에 대응하는 를 출력한다.

Fig. 3 Three steps of the proposed design

다수의 영상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활화 작업이 수

행되면 연속된 영상들에 대한 첫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는 병렬로 수행될 수 있다. 그림 3은 세 개의 영상이 

순차적으로 평활화되는 과정을 보인다. FIFO에 저장되

어 있는 n번째 영상에 대해 세 번째 단계 작업이 수행될 

때 (n+1)번째 영상이 FIFO에 저장되면서 이에 대한 첫 

번째 단계 작업이 수행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FIFO에 

저장되어 있는 (n+1)번째 영상에 대해 세 번째 단계 작

업이 수행될 때 (n+2)번째 영상이 FIFO에 저장되면서 

이에 대한 첫 번째 단계 작업이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평활화가 수행되면 다수의 영상들에 대해 수

행되는 평활화 작업의 성능이 개선될 수 있다. 

3.1.1. 히스토그램 계산 블록과 영상 저장 블록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 히스토그램 계산 블록과 영

상 저장 블록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대한 의사코드

(pseudo-code)와 대략적인 회로 구조를 보인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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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코드에서 ①은 입력 영상의 각 화소가 가질 수 

있는 명암값 의 발생 빈도 를 구하는 것으로, 가 

그림 5의 RAM에 저장된다면 를 주소로 갖는 바이트

의 값을 1씩 증가시키는 작업을 의미한다. 파이프라인

을 적용하면 입력 영상의 히스토그램 계산을 위해 

∙을 약간 초과하는 클럭이 소요된다. 그리고 의

사코드에서 ②는 입력 영상의 모든 명암값을 FIFO에 저

장하는 작업으로 ①과 병행적으로 처리된다. FPGA 내
부에 구현되는 FIFO는 입력 동작 1회에 1 클럭이 소요

된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 작업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

(그림 3의 )은 ∙클럭을 약간 초과하게 된다. 

n_i[256] = {0, };
for(n=0; n<N; n++) {
   for(m=0; m<M; m++) {
      x_i = gray_level_of_input_pixel[m, n]; // ①
      n_i[x_i]++;                                            // ①
      fifo << x_i;                                            // ②
   }
}

Fig. 4 Pseudo-code of histogram calculation block and 
image storage block

Fig. 5 Brief structure of histogram calculation block and 
image storage block

3.1.2.  계산 블록

그림 6과 그림 7은 각각   계산 블록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대한 의사코드와 대략적인 회로 구조를 보인다. 
그림 6의 의사코드는 를 계산하며, 계산된 는 그림 6

의 오른쪽에 위치한 RAM에 저장된다. 파이프라인을 적

용하고 FPGA에 내장된 곱셈회로를 이용하면 계산을 

위해 256을 약간 초과하는 클럭이 소요된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 작업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그림 3의 )는 

256클럭을 약간 초과하게 된다.

sum = 0;
for(i=0; i<256; i++) {
   sum += n_i[i];
   c_i[i] = (int)sum × (255 / H·V)
}

Fig. 6 Pseudo-code of   calculation block

Fig. 7 Brief structure of   calculation block

3.1.3. 평활화 블록

그림 8과 그림 9는 각각 평활화 블록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대한 의사코드와 대략적인 회로 구조를 보인다. 
그림 8의 의사코드는 FIFO에 저장되어 있는 명암값 

를 순차적으로 추출하여 해당하는 평활화된 명암값 

를 구하는 작업으로 그림 9의 RAM에서 를 주소로 갖

는 바이트의 내용을 출력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평활화 수행을 위해 ∙을 약간 초과하는 클럭

이 소요된다. 따라서 세 번째 단계 작업 수행에 소요되

는 시간(그림 3의 )는 ∙클럭을 약간 초과하게 

된다.

for(n=0; n<N; n++) {
   for(m=0; m<M; m++) {
      fifo >> x_i;
      gray_level_of_output_pixel[m, n] = c_i[x_i];
   }
}

Fig. 8 Pseudo-code of equalization block

Fig. 9 Brief structure of equalization block

3.2. 구현 및 성능 분석

제안된 회로를 Xilinx사의 FPGA 개발 도구 Vivado
와 Virtex-7 VX485T FPGA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처



영상 품질 개선을 위한 FPGA 기반 고속 히스토그램 평활화 회로 구현

1381

리할 영상의 해상도는 수평, 수직 모두 1,024로 설정했

고, 영상의 입력과 평활화된 영상의 출력은 영상 데이터 

인터페이스에 적합한 AXI4 스트림 프로토콜(AXI4-Stream 
Protocol)[14, 15]을 적용하였다. 

표 1은 FPGA 구현의 자원 사용률을 보여준다. 
BRAM_18K[16]와 DSP48E1[17]는 Xilinx사의 7-시리

즈 FPGA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는 18Kb 용량의 

RAM 블록이며 후자는 범용 곱셈기이다.

Table. 1 Resource utilization

BRAM_18K DSP48E1 FF LUT

Used 1,536 2 48,514 159,032

Utilization 74% 0.07% 7% 52%

FF:flip-flop, LUT: lookup table

구현된 회로의 성능 분석 결과로 최대 동작 주파수, 
레이턴시(latency) 그리고 인터벌(interval)이 표 2에 정

리되어있다. 레이턴시는 회로에 영상이 입력된 이후 평

활화 된 영상을 얻을 때까지 필요한 시간, 즉 그림 3의 

와 를 합한 것에 해당한다. 입력 영상의 수평, 수직 해

상도가 모두 1,024이므로 이상적인 레이턴시는 1,048,732 
 ×클럭을 약간 초과하게 된다. 구
현된 회로의 실제 레이턴시는 1,053,702클럭으로 이상

적인 값에 매우 근접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Performance analysis

Real Ideal Difference

Max. Freq. 126MHz - -

Latency 1,053,702clk 1,048,732clk 0.5%

Interval 1,053,700clk 1,048,732clk 0.5%

인터벌은 회로에 한 개의 영상이 입력된 이후 다음 영

상의 입력 시작까지 필요한 시간, 즉 그림 3의 과 를 

합한 것에 해당하며, 이상적인 인터벌 역시 1,048,732클
럭을 약간 초과하게 된다. 구현된 회로의 실제 인터벌은 

1,053,700클럭으로 이상적인 값에 매우 근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구현된 회로는 최대 126MHz 클럭

으로 동작 가능하고 영상이 연속으로 입력되는 경우 

1,053,700클럭마다 한 개의 영상에 대해 평활화를 수행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략 매 클럭마다 한 개의 

화소에 대해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림 10은 분석에 사용된 영상에 대해 히스토그램 

평활화 수행 결과를 보여준다. 

Fig. 10 Result of histogram equalization by the proposed 
design (a) original image, (b) equalized image, (c) histogram 
of (a), (d) histogram of (b)

Ⅳ. 병렬화를 통한 성능 개선 방안

한 개의 영상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부분 

각각에 대한 히스토그램 계산과 평활화 작업을 병렬로 

수행하면 히스토그램 평활화 전체 수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을 2분할하여 병렬 처리 하

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림 11, 12 그리고 13은 각각 히스토그램 계산 블록

과 영상 저장 블록,   계산 블록 그리고 평활화 블록에

서 수행되는 작업에 대한 의사코드를 보인다. 각각은 그

림 4, 6 그리고 8에 대한 작업을 2분할된 영상에 대해 수

행하도록 수정된 것이다.
그림 14는 이를 위한 회로 구조를 보인다. 입력 영상

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각각을 위한 히스토그램 계산 블

록에서 명암값 발생 빈도 가 동시에 계산되고, 계산된 

는 두 개의 256 바이트 듀얼 포트 RAM에 별도로 저

장된다. 그리고 분할된 영상은 각각 ∙ 바이트 

FIFO에 저장된다.   계산 블록은 두 개의 듀얼 포트 

RAM에 동시에 접근하여 를 계산하고, 계산된 는 두 

개의 256 바이트 듀얼 포트 RAM에 동일하게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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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활화 블록은 두 개의 FIFO에 저장되어 있는 2분할된 

영상에 대해 각각 평활화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n_i_1[256] = {0, };
n_i_2[256] = {0, };
for(n=0; n<N; n += 2) {
   for(m=0; m<M; m += 2) {
      x_i_1 = gray_level_of_input_pixel[m, n];
      n_i_1[x_i_1]++;                                        
      fifo_1 << x_i_1;                                         
      x_i_2 = gray_level_of_input_pixel[m+1, n+1]; 
      n_i_2[x_i_2]++;                                          
      fifo_2 << x_i_2;                                           
   }
}

Fig. 11 Pseudo-code of histogram calculation block and 
image storage block for dual parallel design

sum = 0;
for(i=0; i<256; i++) {
   sum += n_i_1[i] + n_i_2[i];
   c_i_2[i] = c_i_1[i] = (int)sum × (255 / H·V)
}

Fig. 12 Pseudo-code of   calculation block for dual 
parallel design

for(n=0; n<N; n += 2) {
   for(m=0; m<M; m += 2) {
      fifo_1 >> x_i_1;
      gray_level_of_output_pixel[m, n] = c_i_1[x_i_1];
      fifo_2 >> x_i_2;
      gray_level_of_output_pixel[m+1, n+1] =

                c_i_2[x_i_2];
   }
}

Fig. 13 Pseudo-code of equalization block for dual parallel 
design

Fig. 14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dual parallel 
design

영상 2분할 병렬 처리 회로의 FPGA 자원 사용률과 

성능이 표 3과 4에 각각 정리되어있다. 2분할 병렬 처리

를 위해서 두 개의 256 바이트 듀얼포트 RAM, 즉 512 
바이트의 RAM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 크기가 상대적으

로 적기 때문에 추가적인 BRAM_18K이 사용되지 않았

다.  계산 블록에서 필요한 곱셈기의 수는 변화가 없으

나 병렬화된 부분의 구현을 위해 FF과 LUT 사용률이 

그림 2의 구조 대비 각각 15%와 5% 증가하였다.

Table. 3 Resource utilization of dual parallel design

BRAM_18K DSP48E1 FF LUT

Used 1,536 2 55,985 166,985

Increase rate 0% 0% 15% 5%

그림 2의 구조와 비교해 회로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최

대 동작 주파수는 6.7% 감소되었다. 그러나 병렬 처리의 

효과로 레이턴시와 인터벌이 모두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

었다. 이것은 그림 2의 구조보다 거의 두 배 빠른 속도로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4 Performance analysis of dual parallel design

Max. Freq. Latency Interval

Estimated 118MHz 529,414clk 529,412clk

Increase rate -6.7% -49.7%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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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신 FPGA에 내장된 곱셈기 회로와 

SRAM, 그리고 파이프라인 설계 기법을 이용하여 영상 

품질 개선을 위한 히스토그램 평활화 알고리즘을 고속

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 구현 방안을 제안하고 그 

성능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안된 회로는 FIFO를 

포함하기 때문에 한 개의 영상에 대한 평활화가 진행되

는 동안 새로운 영상에 대한 히스토그램 계산을 병렬로 

진행할 수 있다. FIFO를 이용한 일부 작업의 시간적 중

첩과 내장된 곱셈기 회로 그리고 파이프라인 적용 효과

로 매 클럭마다 한 개의 화소에 대한 평활화를 수행할 

수 있다. 추가적인 성능 개선을 위해서 입력 영상을 두 

개로 분할하여 이들을 병렬로 처리하는 방안도 제안하

고, 히스토그램 평활화 수행 시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

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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