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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ML 기반 이동객체 검출 프로세서의 저면적 하드웨어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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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GML (Effective Gaussian Mixture Learning) 기반의 배경차분 기법을 이용한 이동객체 검출 (Moving Object 
Detection; MOD) 프로세서의 효율적인 하드웨어 구현 방식을 제안한다. 하드웨어 복잡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배경 
생성에 사용되는 일부 연산을 근사화하여 구현하였으며, 배경차분과 가우시안 계산의 나눗셈 연산에 사용되는 하드
웨어 자원이 공유되도록 설계하였다. 설계한 MOD 프로세서는 MATLAB/Simulink를 이용한 HDL-netlist 시뮬레이
션과 FPGA-in-the-loop 방식을 통해 기능을 검증하였다. IEEE CDW-2014 데이터 세트의 6가지 영상을 입력으로 사
용하여 MOD 성능을 평가한 결과, 평균 재현율(recall)은 0.7700, 평균 정밀도(precision)는 0.7170, F-measure가 
0.7293으로 평가되었다. Xilinx ISE를 이용하여 FPGA 합성한 결과, Virtex5 XC5VSX95T 디바이스에서 총 882 슬라
이스와 146×36 kbit의 블록 램으로 구현되었으며, 동일한 알고리듬을 적용한 기존의 구현 사례에 비해 약 60%의 하
드웨어를 감소시켰다. MOD 프로세서는 최대 75 MHz의 클록 주파수로 동작하여 800×600 해상도의 영상에 대해 39 
fps의 성능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efficient approach for hardware implementation of moving object detection (MOD) 
processor using effective Gaussian mixture learning (EGML)-based background subtraction method. Arithmetic units 
used in background generation were implemented using LUT-based approximation to reduce hardware complexity. 
Hardware resources used for both background subtraction and Gaussian probability density calculation were shared. 
The MOD processor was verified by FPGA-in-the-loop simulation using MATLAB/Simulink. The MOD performance 
was evaluated by using six types of video defined in IEEE CDW-2014 dataset, which resulted the average of recall 
value of 0.7700, the average of precision value of 0.7170, and the average of F-measure value of 0.7293. The MOD 
processor was implemented with 882 slices and block RAM of 146×36 kbits on Virtex5 FPGA, resulting in 60% 
hardware reduction compared to conventional design based on EGML. It was estimated that the MOD processor could 
operate with 75 MHz clock, resulting in real-time processing of 800×600 video with a frame rate of 39 f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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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상보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을 정도

로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안전 및 보안뿐

만 아니라 교통관리 시스템, 비즈니스 분야 등으로 영

역이 확장되고 있다. 영상보안 기술의 보편화에 따라 

효율적인 감시를 위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동 

객체의 검출은 지속적인 감시, 신속한 조치,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 등을 위한 핵심 요소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이동객체 검출은 입력된 영상으로부터 배경과 객체를 

분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동객체 검출을 위한 MOD 

알고리듬 또한 다양하게 존재한다.

MOD 알고리듬은 객체검출 방식에 따라 연속한 두 

프레임의 차를 이용하는 차영상 기법, 화소 또는 영역 

간의 움직임 벡터를 이용한 광류 흐름 기법 (optical 

flow), 배경 모델과 현재 프레임의 화소 값 차이를 이용

한 배경차분 기법 (background subtraction)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1]. 이 중에

서 배경차분 기법은 복잡한 배경을 가지는 환경에서 차

영상 기법보다 정확도가 높고, 광류 흐름 기법에 비해 

연산량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배경차분 기법의 GMM (Gaussian 

Mixture Model)[2] 알고리듬에 기반한 EGML[3] 알고

리듬을 하드웨어로 구현하였다. GMM 알고리듬은 다

중 가우시안 분포를 이용하여 혼합 배경 모델을 생성하

는 방법으로, 여러 객체가 등장하거나 카메라가 흔들리

는 환경에서도 우수한 이동객체 검출 성능을 보이지만 

초기 배경학습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EGML 

알고리듬은 매칭 횟수를 학습율에 반영하여 배경 학습

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고안된 알고리듬이다. 경

량화 구현을 위해 일부 연산기의 근사화 및 하드웨어 

자원공유 기법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으며,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HDL-netlist 시뮬레이션을 통해 

논리 기능을 검증하고, FPGA-in-the -loop 방식을 이용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하드웨어 동작을 검증하였다. II

장에서는 GMM 알고리듬 기반 EGML 알고리듬에 대

해 간략히 설명하고, III장에서는 EGML 알고리듬 기반 

MOD 프로세서의 경량화 설계에 대해 설명한다. 설계

한 회로의 기능검증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IV장에서 기

술하고, 마지막으로 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EGML 알고리듬

EGML 알고리듬은 가우시안 혼합 모델에 기반한 배

경학습 기법 중 하나로, 배경학습 속도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발생하는 AGMM (Adaptive Gaussian Mixture 

Model)[4] 알고리듬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알

고리듬이다. 각 가우시안 별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며, 

입력 화소의 가우시안 매칭 빈도를 학습율 업데이트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배경을 학습하도록 한다.

EGML 알고리듬의 슈도 코드는 표 1과 같다[3]. 는 

입력 화소 에 대한 번째 가우시안 확률을 의미하며, 

 ,  , , , 는 각각 가중치, 가우시안 확률밀도함

수, 평균, 표준편차, 임계 값을 나타낸다. 매칭 확률이 

가장 높은 가우시안에 대해 =1, 그렇지 않은 가우시

안에 대해 =0의 값을 가지게 되며, 승자독식 방법 

(winner-take-all)에 의해 결정된 값은 가중치, 평균, 

분산 값의 업데이트에 영향을 미친다. 

배경모델 생성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식 (1) ~ 식 

(5)에 의해 업데이트 된다. 여기서  , 는 학습율, 는 

입력 화소의 가우시안 매칭 횟수, 는 분산 값을 의미

한다.

  ∙∙          (1)

                          (2)

  ∙


                       (3)

  ∙∙          (4)


    ∙

  ∙
     (5)

는 0 ~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고정된 학습율이며, 

가 클수록 파라미터의 업데이트 변화량이 높아져 학

습 속도가 상승하고 가 작을수록 업데이트에 따른 파

라미터의 변화량이 작아 노이즈가 입력되더라도 배경 

학습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습율 

의 값은 영상의 환경에 따라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결

정될 수 있다. 는 가우시안 매칭 횟수 가 반영된 학습

율이며, 평균과 분산 값의 업데이트에 영향을 미친다. 

식 (3)에 따라 학습율 는 매칭 횟수가 적은 가우시안 

생성 초기에 가장 큰 값을 가지며, 매칭 횟수가 많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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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작은 값을 가진다. 매칭 횟수 의 증가에 따른 학

습율 의 변화량은 점점 감소하게 되며, 식 (4) ~ 식(5)

에 따라 가우시안 생성 초기에는 파라미터 업데이트 변

화량이 높아져 배경 학습 속도가 비교적 높아지고, 매

칭 횟수가 많을수록 파라미터 업데이트 변화량이 작아

져 배경학습의 안정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입력 화소 가 어느 가우시안에도 매칭 되지 않는 경

우에는 가중치가 가장 낮은 가우시안의 파라미터 값이 

초기화되어 새로운 가우시안을 형성하게 된다.

Ⅲ. MOD 프로세서 설계

그레이 스케일의 8비트 화소 값을 입력받아 해당 화

소가 배경이면 0, 객체면 1을 출력하는 MOD 프로세서

를 경량화 설계하였다. 설계한 MOD 프로세서의 전체 

구조는 그림 1과 같으며, MOD 연산 블록 (MOD_oper)

과 메모리, 제어 블록으로 구성된다. 

MOD 연산 블록은 배경생성 블록 (BG_generator)과 

객체검출 블록 (FG_detector)으로 구성되며, 배경생성 

블록은 배경차분, 가우시안 확률밀도함수 계산, 가우시

안 매칭, 파라미터 업데이트 연산을 수행한다. 객체검

출 블록은 입력 화소의 가우시안 매칭 여부를 판단하고, 

배경과 객체를 구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어 블록은 

가변 파라미터 선택 신호를 입력받아 각 파라미터의 값

을 설정하고, MOD 연산 블록이 4 클록 주기에 걸쳐 연

산을 수행하도록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 또한 입력 영

상의 해상도에 따라 메모리 주소를 제어하여 파라미터 

값들을 올바른 주소에 읽고 쓸 수 있도록 한다. 메모리

는 FPGA 내부의 블록 램을 사용하였으며, 제어신호에 

따라  MOD 연산블록에서 업데이트된 파라미터 값을 

저장한다.

저면적 MOD 프로세서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설

계기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큰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

는 일부 연산 (나눗셈 연산, 지수연산을 위한 상수 곱셈)

을 근사화하여 구현하였다. 둘째, 배경차분과 가우시안 

확률밀도함수 계산 단계의 일부 하드웨어 자원이 공유

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이를 위해 하나의 화소가 4클록 

주기에 처리되도록 하였다. 

Table. 1 Pseudo code of EGML algorithm

Control variables : , ,  , 
Initialization : ∀       ,  ∞ , 

                            ,   

While new data 
∀ 

  











∙  i f




 

If 




   Then 

For  

  




 

If   Then

   i f  arg
 

End If
  ∙∙
 If     Then

  

  ∙




  ∙∙


  ∙



∙


End If
End For

Else                       
∀   ∙

 arg     
   ,    ,  ,   

End If
normalize 

End while

Fig. 1 Structure of MOD 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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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설계한 MOD 프로세서의 동작 타이밍 도이

다. 그레이 스케일의 8비트 화소 값을 입력받아 첫 번째 

클록에서 배경 차분 (BS)이 계산되고, 두 번째 클록에

서 각 가우시안 확률밀도함수 계산 (GC)이 이루어지며, 

이 결과에 각 가중치를 적용하여 입력 에 대한 가우시

안 매칭 확률 계산과 매칭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 (PGM)

이 세 번째 클록에서 수행되고, 네 번째 클록에서는 파

라미터 업데이트 및 객체 검출 (PU)이 이루어진다. 이

와 같이 하나의 화소를 처리하는데 4 클록주기가 소요

되며, 이 과정이 완료되면 out_en 신호와 함께 입력 화

소에 대한 배경 또는 객체판별 결과가 외부로 출력된다. 

N개의 화소로 구성되는 한 프레임을 처리하는데 총 4N 

클록 주기가 소요된다.

배경생성 블록의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3개의 

BS-GC 블록은 배경차분과 가우시안 확률 계산을 병렬

로 처리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우시안 매칭 블록을 통

해 매칭 여부가 판단된다. 가우시안 매칭 결과에 따라 3

개의 PU 블록에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되고, 그 결과

가 메모리에 저장된다. 배경생성 블록 내부의 연산 복

잡도에 따라 세부 연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므로, 

효율적인 동작을 위해 동작을 최적화 하였다. 연산량이 

많은 가우시안 매칭확률 계산 (  )을 확률밀도함

수 계산 (  )과 가중치 곱셈을 분리하여 두 클록 

주기에 연산되도록 하였으며, 연산량이 적은 가우시안 

매칭이 가중치 곱셈과 동일 클록에 처리되도록 하였다.

8비트 화소 값 가 BS-GC 블록으로 입력되면, 배경 

차분을 수행하여 임계값과 비교한다. 두 번째 클록과 

세 번째 클록에 가우시안 매칭 확률이 계산되며, 배경

차분 결과 값이 임계값 보다 작은 경우에만 가우시안 

매칭확률 계산 값이 출력되고, 임계값보다 크면 0이 출

력된다. 이 출력 값에 의해 가우시안 매칭 연산을 수행

되며, 매칭이 되었다면 네 번째 클록에서 식 (1) - 식 (5)

에 따라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되고, 매칭이 되지 않았다

면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가우시안의 파라미터 값이 초기

화되어 메모리에 저장된다.

Fig. 3 Background generation block

Fig. 2 Timing diagram of MOD 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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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ardware sharing between BS and GPD calculation 
and LUT-based arithmetic approximation

하드웨어 공유 기법과 산술연산 근사화를 적용하여 

설계한 BS-GC 블록의 일부는 그림 4와 같다. 배경차분 

연산과 가우시안 확률밀도함수 계산에 필요한 나눗셈 

연산을 직접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대신에 표준 편차의 

역수로 이루어진 룩-업 테이블과 곱셈기로 구현함으로

써 회로의 동작속도가 개선되도록 하였다. 

또한, 가우시안 확률밀도함수 계산에 사용되는 지

수연산을 위한 상수 곱셈기는 2진 시프트와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수로 근사화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프터와 가산기만으로 구현

되도록 회로를 단순화하였다. 나눗셈 연산은 배경차분 

연산 (stage-1)과 가우시안 확률밀도함수 계산 (stage-2)

에 동일하게 사용되므로, 하나의 두 연산 단계에서 하

나의 나눗셈기를 공유해서 사용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이와 같은 자원공유 기법을 통해 하드웨어 복잡도를 

줄였다.

Fig. 5 HDL-netlist simulation using MATLAB/Simulink

(a) input (b) ground truth (c) output

Fig. 6 HDL-netlist simulation results

Ⅳ. 기능검증 및 성능평가

Verilog HDL을 이용하여 설계한 MOD 프로세서는 

MATLAB/Simulink의  HDL-netlist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능을 검증하였으며, 그림 5는 시뮬레이션 설정 화면

을 보이고 있다. 펄스 생성기를 이용하여 클록을 생성

하고, 스텝을 이용하여 리셋을 인가하였다. 4 클록마다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하므로 반복 시퀀스를 이용하여 

data_in_en 신호를 인가하였으며, 파라미터 선택 신호

는 상수 값이 입력되도록 하였다. 8비트 입력 는 

MATLAB을 통해 전처리를 거친 이미지의 화소 값을 

워크스페이스로부터 순서대로 읽어 들여 인가하였다. 

출력 데이터 fg_out은 워크스페이스에 시간 직렬 형태

의 행렬로 출력된다.

HDL-netlist 시뮬레이션을 통한 MOD 기능 동작은 

IEEE CDW-2014[5]의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검증하였

으며, 그림 6은 baseline 범주의 pedestrians 영상을 이용

한 검증 결과이다. 입력 영상에 대하여 해당 화소가 배

경인지 객체인지에 따라 0또는 1이 출력되며, 배경은 

검은 색, 객체는 흰 색으로 표시되는 흑백 영상이 출력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능검증을 완료한 MOD 프로세서는 그림 7과 같이 

FPGA-in-the-loop를 이용한 검증 환경을 통해 하드웨

어 동작을 검증하였다. 입력 값은 HDL-netlist 시뮬레이

션 검증과 동일하게 생성되어 JTAG 포트를 통해 F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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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력된다. FPGA에서 수행된 MOD 연산결과는 다시 

JTAG을 통해 PC로 전송되어 MATLAB의 워크스페이

스로 출력된다.

CDW-2014 데이터 세트의 기준값 (ground truth)과 

MOD 출력 결과를 비교하여 재현율 (recall), 정밀도 

(precision), F-measure 값을 도출하는 방법을 통해 설계

한 MOD 프로세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성능 지표는 

식 (6), (7), (8)에 의해 계산되며, TP (True Positive)는 

객체에 해당하는 화소 중에서 객체로 올바르게 검출된 

화소의 수, TN (True Negative)은 배경에 해당하는 화소 

중에서 배경으로 올바르게 분류된 화소의 수,  FP (False 

Positive)는 배경에 해당하는 화소를 객체로 오검출한 

화소의 수, FN (False Negative)은 객체에 해당하는 화

소를 배경으로 잘못 분류한 화소의 수를 나타낸다. 재

현율과 정밀도가 1에 가까울수록 기준값과 유사성을 가

지며, 두 값의 조화 평균인 F-measure가 1에 가까울수

록 MOD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Fig. 8 Comparison of MOD performances(F-measure)

                     (6)

                  (7)

  ××  

                     (8)

그림 8은 6가지 영상에 대해 알고리듬 종류에 따른 

MOD 성능을 비교한 결과이다. CDW-2014 상위 등수

에 해당하는 FTSG[6], CwisarDH[7] 알고리듬과 GMM 

기반의 GMM-Stauffer & Grimson[2], GMM-Zivkovic 

[8] 알고리듬, CDW-2012[9]의 GMM-KaewTraKul 

Pong[4], GMM-RECTGAUSS-TEX[10] 알고리듬을 비

교 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EGML 기반 MOD 프로

세서의 성능은 6가지 유형의 입력 영상에 대해 평균 재

현율 0.7700, 평균  정밀도 0.7170, 그리고 F- measure는 

0.7293으로 평가되었으며, 영상 유형에 따른 F-measure 

값의 증감 추세가 다른 알고리듬과 유사한 양상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계한 MOD 프로세서는 Xilinx ISE로 합성한 결과, 

최대 75 MHz의 주파수로 동작이 가능하며, 800×600 

해상도의 영상에 대해 39 fps의 성능으로 실시간 처리

Fig. 7 FPGA verification results of MOD processor

Table. 2 FPGA synthesis results

[11, 12] This paper Reduction ratio

Registers 1,501 370 75.3%

LUTs 5,633 2,155 61.7%

Block RAM [36Kb] 151 146 3.3%

Total slices 2,218 882 60.2%

Max. Freq. [MHz] 102 75 -

Processing time [fps] 3,935 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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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는 본 논문의 MOD 프로세서와 문헌[11, 12]에 

발표된 설계 사례를 비교한 결과이다. 문헌 [11, 12]의 

MOD 프로세서는 배경생성 블록이 총 13단계 파이프

라인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일정 레이턴시가 지나

면 1 클록당 1 화소씩 처리되므로 처리율이 높으나, 많

은 하드웨어 자원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4 클록

당 1 화소를 처리하도록 설계하여 처리율은 작으나, 총 

882 슬라이스의 적은 하드웨어 자원으로 구현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MOD 프로세서는 문헌 [11, 12]과 

비교하여 약 40%의 하드웨어만 사용하므로, 저면적/저

전력 구현이 필요한 분야에 적합하다[13].

Ⅴ. 결  론

EGML 알고리듬 기반의 MOD 프로세서를 저면적 

하드웨어로 구현하기 위한 설계방법을 제안하였다. 경

량화 구현을 위해 일부 연산을 근사화하여 적용하였으

며, 배경차분 단계와 가우시안 확률밀도함수 계산 단계

에서 하드웨어 자원을 공유하도록 설계하여 하드웨어 

복잡도를 크게 감소시켰다. 본 논문의 MOD 프로세서

를 FPGA로 합성한 결과, 최대 동작주파수 75 MHz에서 

총 882 슬라이스와 146×36 kbit의 메모리로 구현되었

다. 본 논문의 MOD 프로세서는 지능형 감시 시스템과 

같은 고정된 카메라 환경에서 저가형 이동 객체 검출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HD급의 1280x720 해

상도의 영상에 대한 실시간 MOD를 위해서는 약 110 

MHz 이상의 주파수로 동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합

한 성능을 제공하는 FPGA 디바이스를 선택하여 구현

하거나 또는 전용 칩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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