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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FPGA와 Nor-Flash를 사용하여 컬러 라인 스캔 카메라를 위한 고속 신호처리 하드웨어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고속 DSP가 적용되어 왔고 주로 RGB 개별 논리에 의

해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이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RGB-HSL 변환기, FIFO, HSL 풀-컬러 결함 디코더 및 이미지 프레

임 버퍼로 구성된 하드웨어 기반의 결함 검출기를 제안하였다. 결함 검출기는 RGB에서 HSL로의 색상 공간 변환을 

위한 하드웨어 기반 룩업테이블과 4K HSL 풀-컬러 결함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단일 라인 데이터 기반의 로

컬 픽셀 처리 대신 2차원 배열 구조의 이미지 단위 처리를 위해 라인 데이터 축적용 이미지 프레임을 포함한다. 설계

된 시스템을 기존의 곡물 선별기에 적용하여 땅콩을 대상으로 선별해 본 결과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implemented a high-speed signal processing hardware system for Color Line Scan Camera using 
FPGA and Nor-Flash. The existing hardware system mainly processed by high-speed DSP based on software and it 
was a method of detecting defects mainly by RGB individual logic, however we suggested defect detection hardware 
using RGB-HSL hardware converter, FIFO, HSL Full-Color Defect Decoder and Image Frame Buffer. The defect 
detection hardware is composed of hardware look-up table in converting RGB to HSL and 4K HSL Full-Color Defect 
Decoder with high resolution. In addition, we included an image frame for comprehensive image processing based on 
two dimensional image by line data accumulation instead of local image processing based on line data. As a result, we 
can apply the implemented system to the grain sorting machine for the sorting of peanuts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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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라인 스캔 카메라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하거나 카메라를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 정지된 대

상을 촬영하는데 이용되며, 한 번에 한 라인씩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해서 고속으로 신호처리를 수행한다. 라

인 스캔 카메라는 생산 공정 내에서 결함을 직접 확인

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서 주로 반도체, 섬유원단, 종이, 

플라스틱, 곡물 등의 결함 검출 및 분류하는 시스템에 

사용된다[1,2].

에어리어 스캔 카메라가 정지 화상에 적합한 반면 라

인 스캔 카메라는 움직이는 개체를 촬영하는데 적합하

다. 따라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산업 현장에서는 

고속으로 움직이는 개체의 이미지를 획득해야하기 때

문에 에어리어 스캔 카메라보다는 라인 스캔 카메라가 

적합하다[3].

라인 스캔 카메라에 사용되는 CCD(Charge Coupled 

Device) 센서의 경우 단위 픽셀 사이즈가 커서 다이나

믹 레인지가 크고,  높은 필-팩터를 가지므로 감도 또한 

우수한다. 반면 라인 스캔 카메라와 수직한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켜야 하고 이동 속도 또한 일정해야 정확

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고속으

로 스캔을 하므로 획득되는 이미지 데이터양 또한 방대

하므로 고속 신호처리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4,5].

기존의 검사 시스템에 일반화되어 있는 RGB 방식의 

컬러 라인 스캔 카메라를 풀-컬러 결함 디코더를 내장

한 컬러 라인 스캔 카메라로 대체하고자 한다. 라인 스

캔 카메라의 검출 대상은 다양한 컬러의 조합으로 구성

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개별 R,G,B 결함 분포들 

간의 논리 회로적인 조합(논리곱/논리합/논리부정/배타

적 논리합)만으로 검출대상을 규정하였지만 실제 결함

은 개별 R,G,B 결함 분포가 아닌 픽셀 단위의 독립적 조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풀-컬러 결함 

디코더 방식의 하드웨어로 불량을 검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컬러 라인 스캔 카메라를 위한 고속 신호

처리 하드웨어 시스템 구현에 관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컬러 라인 스캔 카메라 출력 포맷인 RGB(24비트) 컬

러 공간에서는 불량과 양품의 정형화된 영역을 설정하

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HSL(Hue, Saturation, Lightness) 

컬러 공간으로 변환을 해야 한다. 이 때 RGB-HSL 변환

기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것은 쉽지만 실시간 처리

에 한계가 있으므로 하드웨어 기반의 룩업테이블을 이

용하였다. 다음으로 HSL 컬러 공간 내에서 실시간 불

량 및 양품 판별을 위해 하드웨어로 구현된 4K의 분해

능을 가지는 디코더를 설계하였다. 또한 라인 데이터 

기반의 지엽적 영상처리 대신 이차원 이미지 기반의 포

괄적 영상 처리를 위해 라인 데이터 누적용 이미지 프

레임을 구현하였다[6,7].

이렇게 할 경우 모노(8비트)나 다중(R,G,B) 모노 라

인 스캔 카메라로 구현된 시스템에 비해 보다 정밀하고 

세세한 불량과 양품의 판별이 가능하게 된다. 구현된 

시스템의 성능 검증은 땅콩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Cyclone Ⅳ를 

적용하였다[8].

2장에서는 고속 신호처리 하드웨어 시스템의 구성,  

3장에서는 불량 검출기의 핵심인 풀-컬러 결함 디코더 

구현 원리, 4장에서는 구현된 하드웨어를 곡물 선별에 

적용한 결과를 기술했다.

Ⅱ. 풀-컬러 결함 디코더 방식의 라인 스캔 

이미지 처리 하드웨어

풀-컬러 결함 디코더를 내장한 컬러 라인 스캔 카메

라의 이미지 처리 하드웨어 전체 블록도는 그림 1과 같

다. 이미지처리 하드웨어는 ALTERA사 FPGA Cyclone 

Ⅳ를 사용하였고 120㎒의 메인 클록으로 구동된다. 타

이밍 발생기는 CCD 라인 센서로 부터 최종 불량 검출 

디코더까지 동기화 된다.

Fig. 1 Color Line Scan Camera signal processing 
Hardw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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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 라인 센서에서 출력되는 R,G,B 신호는 샘플/ 

홀드를 거쳐 ADC(Analog-Digital Converter)변환을 하

게 된다. 그러나 센서 상의 R,G,B 픽셀이 물리적으로 일

정간격 떨어져 있으므로 동일 시점에 변환된 R,G,B 신

호는 피사체의 동일 지점에서 획득한 정보가 아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이가 

다른 FIFO(First In First Out)를 이용하여 차등지연을 

줌으로서 동일 지점을 보도록 했다. 스캔 속도에 따라 

지연시간이 달라지나 본 논문에서는 10㎑의 라인 스캔 

속도를 가지도록 카메라를 설계했으므로 R-FIFO는 1

라인, G-FIFO는 4라인을 지연하고 B-FIFO는 7라인을 

지연하였다. FIFO를 거쳐 동일지점 RGB(24비트) 데이

터로 출력된 신호는 동일 지점의 HSL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를 거친다. 

RGB 신호를 HSL로 변환하기 위해서 부동 소수점 

연산과 나눗셈을 사용할 경우 실시간 처리에 문제를 발

생시킨다. 따라서 실시간 HSL 변환을 위해서 그림 2와 

같이 룩업테이블을 사용하여 직접변환을 하였다.

Fig. 2 Converting RGB to HSL

RGB 결함분포가 논리회로 연산적 조합이 아닌 R, 

G, B 각 픽셀 단위 결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풀-컬

러 결함 디코더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적용하여 결함을 

검출 하고자 한다.

그러나 모든 경우의 수(224)를 다 적용하기에는 많은 

용량의 디코더가 필요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H[7:2], 

S[7:5], L[7:5] 단위로 축소하였고 총 4,096개 메모리 공

간의 디코더로 구현하였다. 디코더 설정은 원료 이미지

를 캡처한 후 컴퓨터에서 결함 분포 히스토그램을 생성

하고 ARM을 통해 디코더에 다운로드 되도록 하였다.

풀-컬러 결함 디코더를 거친 데이터는 프레임 버퍼를 

거치게 되는데 프레임 버퍼에서는 여러 라인의 스캔을 

이미지화하여 검출대상의 전후좌우의 불량관계를 판

별하게 된다. 프레임 버퍼의 구성은 라인센서 픽셀 수 × 

이미지 프레임 수로 결정되는데 1024×3, 1024×5, 

1024×7 등으로 확장이 가능하며 최종 결함은 검출대상

의 크기에 맞추어 조절이 가능하고 3×3, 5×5, 7×7 등의 

정방형 윈도우 기준으로 처리한다.

이미지 프레임 버퍼는 라인 동기 신호에 의해 라인 

픽셀 단위로 쉬프트 되며 다음 동기 신호가 발생되기 

전 이미지 프레임 버퍼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정

방형 윈도우에 대해서 불량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당 채널에 구동 신호를 발생시킨다.

Ⅲ. 풀-컬러 결함 디코더 설계

그림 3은 풀-컬러 결함 디코더의 내부 구조이며 

H[7:2], S[7:5], L[7:5] 단위를 간단히 H[7:6], S[7:6], 

L[7:6]으로 도식해 본 것이다. 그림 4는 HSL 풀-컬러 결

함 디코더의 내부 흐름도이며 실제 FPGA로 합성된 하

드웨어 컴포넌트는 그림 5와 같다.

Fig. 3  Full-Color Defect Decoder Concept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1, No. 9 : 1681~1688 Sep. 2017

1684

1024×3(RGB) 픽셀 CCD 센서를 이용해 10㎒ 데이

터 속도 및 10㎑ 라인 속도를 가지는 카메라를 설계해

서 고속 신호처리 하드웨어 시스템을 구현했다. 120㎒

의 메인 클록으로 구동되며 RGB 1픽셀 데이터 당 12개

의 클록이 존재한다. hs_count는 120㎒에 동기 된 12분

주 카운터 이며 1픽셀 신호처리를 함에 있어 12스텝의 

주기를 가진다.

RGB 1픽셀(24비트)을 HSL로 변환해서 h_latch(8비

트), s_latch(8비트), l_latch(8비트)에 저장하고 H(상위 

6비트), S(상위 3비트), L(상위 3비트)을 풀-컬러 결함 

디코더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Fig. 4 HSL Full-Color Defect Decoder Hardware Flowchart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메라가 인에이블 되면 

내부 hs_count가 동작하고 hs_count = 3이 될 때 H[7:2], 

S[7:5]를 hs_address에 저장한다. 그리고 l_latch(7 down 

to 5)는 별도로 l_address에 저장한다. hs_count = 4가 되

면 hsl_decoder_fifo에 hs_address를 입력하며 출력된 8

비트의 데이터를 hsl_decoder_fifo_data에 저장한다. 

hs_counter = 5가 되면 hsl_decoder_fifo_data 8비트 중 

1비트가 l_address에 의해 출력되고 해당 비트를 오른

쪽으로 쉬프트 된 이미지 버퍼의 맨 첫 자리에 위치시

킨다. 120㎒에 동기된 12분주 hs_count에 의해 10㎒ 데

이터 속도로 반복 수행된다.

10㎒에 동기 된 pixel_counter는 쉬프트 된 라인 픽셀

을 계수하며 hs_counter = 6에서 pixel_counter = 1023

이 되면 다음의 image_frame_buffer로 옮기게 한다. 이

미지 버퍼의 크기는 1024×3이며 현재 라인으로부터 과

거의 2라인까지 저장된다.

그리고 hs_counter = 7이 되면 1024×3 이미지 버퍼가 

가지는 모든 경우의 3×3행렬 내 결함 픽셀을 계수한다. 

hsl_decoder_fifo_data 설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초기에 

UI에 의해 ARM이 디코더에 다운로드 한다.

Fig. 5 HSL Full-Color Defect Decoder Hardware Component



Color Line Scan Camera를 위한 고속 신호처리 하드웨어 시스템 구현

1685

Ⅳ. 실험 및 결과

Fig. 6 Color Line CCD Camera Signal Processing

그림 6은 설계된 풀-컬러 결함 디코더를 내장한 컬러 

라인 스캔 카메라 신호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RGB 라인 스캔 데이터를 획득한 후 RGB-HSL 변환기

를 거치고 풀-컬러 결함 디코더에 의해 불량 픽셀을 판

별한다. 불량 픽셀 데이터를 누적하여 3×3 행렬 윈도우

로 이미지 판별을 한 후 64-채널 솔레노이드 밸브를 구

동한다.

Fig. 7 Input Camera Image

그림 7은 낙하하는 땅콩을 고정된 컬러 라인 카메라

를 이용해 스캔한 후 150라인을 누적한 이미지이다. 갈

색과 인접한 색상이 양품 영역이고 그 외의 색상이 불

량 영역이다. RGB 컬러 공간에서는 갈색과 인접한 색

상의 범위를 특정할 수가 없다. R,G,B 각각의 데이터에 

색상, 채도, 명도 성분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Fig. 8 Input Camera Image HSL Converting

그림 8은 RGB-HSL 변환기를 거친 누적 이미지이다. 

그림 7과 비교해서 슈도컬러 맵핑만 된 것처럼 보여지

지만 색상, 채도, 명도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정규분

포 곡선이 얻어진다.

Fig. 9 Hue Histogram

Fig. 10 Saturation Histogram

Fig. 11 Lightness Histogram

그림 9·10·11에서 빈도가 낮은 좌우 영역이 불량에 

해당되며 그림 8의 HSL 이미지에서 불량 픽셀만 남겨

두고 양품 픽셀을 제거할 경우 그림 12가 얻어진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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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9·10·11의 좌우 불량영역 값을 실제 구현된 HSL 풀-

컬러 결함 디코더에 다운로드 하고 그림 7의 이미지를 

입력할 경우 그림 12와 동일한 불량 검출 신호가 얻어

진다.

Fig. 12 HSL Full-Color Defect Decoder Output(Defect 
Image)

그림 12의 HSL 풀-컬러 결함 검출기 출력을 바로 불

량 제거용 솔레노이드 밸브 구동 신호로 사용할 경우 

양품을 포함한 모든 원료가 불량으로 제거되어 버린다. 

따라서 원료의 외곽선 제거를 위해 불량의 크기를 설정

해서 필터링을 한다. 그림 12에서 연속된 1024×3라인 

영역에서 3×3 윈도우를 순차적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불량 픽셀을 계수하고 기준 값을 초과할 경우 최종적으

로 솔레노이드 밸브 구동 신호를 발생시킨다.

Fig. 13 Processing Time(Actuator Driving Output)

그림 13은 신호 처리시간을 측정한 파형이다. 채널1

은 특정 픽셀의 스캔 데이터이고 채널2는 해당 데이터

가 RGB-HSL 변환 및 풀-컬러 결함 디코더를 거처 액추

에이터를 구동 신호를 생성시킨 것이다. 불량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스캔 데이터 구간에 위치하는 액추에이

터가 구동되고 해당 불량 원료가 제거된다. 소요시간은 

5.7㎳이다. RGB 기반의 신호처리에서는 풀-컬러 인식

은 불가능하나 다중 모노 신호처리 소요시간은 거의 동

일하다. DSP(Digital Signal Processor)의 경우 풀-컬러 

인식은 가능하나 소프트웨어 기반이므로 스캔 데이터 

입력, RGB-HSL 변환, 신호처리, 액추에이터 구동신호 

출력 등에 1초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 표1에 간단히 

정리했다.

Table. 1 Table comparing of full-color signal processing 
of HSL, RGB and DSP

Item HSL RGB DSP

Full-Color Signal Processing ○ × ○

Processing Time ≤6㎳ ≤6㎳ ≤2s

Fig. 14 Camera Board

그림 1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RGB-HSL 변환기 및 

풀-컬러 결함 디코더 기반의 결함 검출기를 내장한 카

메라 샘플 보드이다. 1024×3(RGB)라인 CCD센서가 적

용되었으며 16비트 10㎒×3채널 ADC를 통해 10㎒ 데

이터  속도와 10㎑ 라인 속도를 가진다. 10㎒ 읽기 속도

를 가지는 16MB 용량의 Nor-Flash 3개를 이용해 

RGB-HSL 변환기가 구현되었으며 11만 로직 엘리먼트 

및 4Mb 메모리를 가지는 FPGA를 이용해 지연 FIFO와 

풀-컬러 결함 디코더를 설계하였다.

그림 15는 그림 14의 샘플보드에 50㎜ 일반렌즈를 

결합하여 만든 카메라 모듈이다. 600㎜ 거리에서 300㎜ 

F.O.V(Field Of View)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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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amera Module

Fig. 16 Sorting System

그림 16은 그림 15의 카메라 모듈을 적용하여 구현

된 실제 선별 시스템이다. 전후면 최대 8대의 카메라 모

듈이 장착될 수 있으며 시간당 5톤의 곡물 선별이 가능

하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FPGA 및 Nor-Flash를 적용하여 컬러 

라인 스캔 카메라를 위한 고속 신호처리 하드웨어 시스

템을 구현하였다.

기존의 하드웨어 시스템은 주로 고속의 DSP를 이용

하여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처리를 하였으나 본 논문에

서는 RGB-HSL 변환기(Nor-Flash), FIFO, 결함 디코더, 

이미지 프레임 버퍼(FPGA)에 의한 결함 검출 하드웨어 

로직으로 구현하였다.

특히 기존의 시스템은 주로 RGB 개별 로직에 의하

여 결함을 검출하는 방식이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풀-컬

러 결함 디코더를 이용한 결함 검출 방식을 제안하고 

이를 하드웨어로 구현하였다. 

구현된 하드웨어를 곡물 선별 시스템에 적용해 본 결

과 5.7㎳라는 실시간에 준하는 처리속도와 풀-컬러 기

반 불량 검출 방식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사용된 시

료는 땅콩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시간적 요소와 검출 방식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

해서 컬러 라인 스캔 카메라 출력 포맷인 RGB(24비트) 

데이터를 HSL 컬러 공간으로 변환하고 풀-컬러 결함 

디코더에 입력한다. 이때 RGB-HSL 변환기를 소프트

웨어로 구현하는 것은 실시간 처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하드웨어 기반의 룩업테이블을 이용하였다. RGB 컬러 

공간에서는 R,G,B 각각의 데이터에 색상, 채도, 명도 성

분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범위의 색상을 불량으

로 설정할 수 없었으나 HSL 컬러 공간에서는 인접한 

색상의 범위를 포함해서 다양한 색상을 불량으로 특정

할 수 있다.

라인 데이터 기반의 지엽적 영상처리 대신 이차원 이

미지 기반의 포괄적 영상 처리를 위해 라인 데이터 누

적용 이미지 프레임 버퍼를 구현하여 풀-컬러 결함 디

코더의 출력을 3라인까지 누적하였으며 3×3 윈도우를 

이용해 전후좌우 픽셀의 불량 여부를 반영해서 현재 픽

셀의 불량 및 액추에이터 구동신호 생성여부를 판단하

다 보니 원료에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불량 제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CD 센서 내 

RGB 라인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FIFO를 이용한 

차등지연으로 RGB 픽셀이 일치되는 효과를 내도록 하

였지만 완벽하게 일치시킬 수는 없었으며 공급되는 원

료가 등속도 운동을 하지 않거나 서로 간섭을 일으켜 

대각선 또는 포물선 방향으로 이동될 경우 원하지 않는 

색상으로 인식이 되었다. 그림 12에서 물체의 외곽선이 

풀-컬러 결함 디코더에서 불량으로 인식된 것은 FIFO

를 이용한 차등지연 오차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그림 7

에서 무지개 색상으로 표시된 물체가 낙하 중 대각선 

또는 가속도 운동을 한 경우이다. 이러한 현상을 Hallo 

효과라고 지칭하는데 해결책은 베이어 필터가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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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센서를 이용해 카메라를 설계하는 것이다. 차

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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