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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군사용 휴대용 카메라 장비는 고배율 특성으로 

큰 중량을 갖는데 관측자의 손 떨림 잡음과 카메라

의 급격한 이동인 경우에 화면 흔들림으로 과측 효

과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

여 다양한 영상 안정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1-4].

PA (Projection Algorithm) 기법은 투영 형태에 

따른 성능의 차이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1-3]. 특

징 추출 기반 영상 안정화 알고리즘은 열 영상의 

특징 영상을 생성하고 특징 영상을 기반으로 BMA 

(Block Matching Algorithm)를 수행해서 영상을 

안정화 하는데 [3], 떨림에서 각 프레임마다 특징의 

차이가 큰 경우 BMA를 통해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없고 카메라를 크게 이동하는 경우의 초기 영상은 

불안정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4]에서는 캐니 

(Canny) 알고리즘에 의하여 에지를 추출하고 추출

된 에지에 대하여 TM (Template Matching)을 사

용하여 단순 떨림을 안정화하고, 칼만 필터를 이용

한 카메라 이동에 따른 안정화를 수행하였다. 그러

나 캐니 알고리즘은 다량의 에지를 추출함에 따라 

관측 영역에 바다, 하늘 등의 다량의 에지가 포함되

는 경우 관심영역 (Region Of Interest)이 잘못 선

정되어 안정화 성능이 떨어지고 칼만 필터 적용 오

류로 영상 정보 손실이 크며, 연산량 증가로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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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에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 영상의 

에지 추출을 보다 간단한 소벨 (Sobel) 에지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이 특징 영상을 관

심영역으로 선정하고 TM을 수행하는 방법과 계산

된 움직임 벡터에 칼만 필터를 적용하여 단순 흔들

림과 이동에 따른  급격한 흔들림을 구분해서 안정

화를 진행해 영상 정보 손실을 개선하는 새로운 영

상 안정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하여 Xilinx의 HLS (High 

Level Synthesis) 기법에 따른 하드웨어-소프트웨

어 동시 설계 방법을 사용하여 ARM과 FPGA를 내

장한 Zynq 디바이스에 구현하여 실시간 동작을 확

인한다.

Ⅱ. 기존 알고리즘 분석

 

1. 특징 영상 추출과 BMA에 의한 안정화 [3]

[3]에서 제안한 열영상에 적합한 특징 추출과 

BMA 방법에 따라 계산된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여 

영상 안정화를 수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3]에서 제안한 가중치 사용에 따

라 특징을 추출하는 경우 그림 1과 같이 프레임 차

이가 적은 경우에도 과도한 특징을 추출함으로써 

안정화 성능을 저하 시키는 움직임 벡터를 추출하

는 경우가 있다. 그림 1 (a)와 (b)는 정지영상에 가

까워 프레임차이가 매우 적으나, [3]의 특징 추출에 

따라 (e)와 같이 과도한 특징 차이를 나타내어 움직

임 벡터가 (0, 0)이어야 하는데 (3, 0)으로 계산되

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둘째,  BMA를 수행할 때 

서브-블록 중 가장 작은 SAD (Sum of Absolute 

Differences)값을 갖는 움직임 벡터만을 추출하고 

그 벡터만을 사용하여 안정화를 수행하여 성능 저

하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셋째, 영상의 이동과 같은 

급격한 떨림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안정화 결과 그림 2와 같이 나타난다. 영상의 

이동이 진행될수록 과도하게 영상이 잘려 영상이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영상 정보 손실이 평균 41%

로 확인된다. 

2. 캐니 에지추출과 TM에 의한 안정화 [4]

[4]에서는 캐니 에지를 추출하고 에지 데이터가 

가장 많은 서브-블록을 관심영역으로 선택하여 이

를 바탕으로 TM을 통해 움직임 벡터를 계산하여 

영상 안정화를 수행한다. 그리고 칼만필터를 사용하

여 영상의 이동과 같은 급격한 떨림을 고려하여 안

정화를 수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a) Original frame (b) Adjacent frame

(c) Feature of (a) (d) Feature of (b)

(e)  Feature differences

그림 1. 특징 추출 알고리즘의 문제점

Fig. 1 Problem of feature extraction algorithm

그림 2. 이동하는 영상의 영상 정보 손실

Fig. 2 Video information loss of moving video

(a) Original image (b) Canny edge image

그림 3. 캐니 에지 알고리즘 수행 결과

Fig. 3 Canny edge

첫째, 캐니 에지 알고리즘은 그림 3의 하늘 또는 바

다와 같은 동일한 피사체의 미세한 변화조차도 다

량의 에지로 추출하여 이와 같은 영역이 관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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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택되는 경우 안정화 성능이 감소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림 1에 대한 실험 결과 [3]

과 [4]는 동일하게 안정화 성능이 떨어짐을 확인하

였다. 둘째,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영상의 이동과 

같은 급격한 떨림을 고려했지만 작은 흔들림의 경

우에도 필터를 적용하여 안정화 성능이 저하된다. 

셋째, 캐니 에지 알고리즘에 의해 다량의 에지 추출

로 인하여 안정화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점도 있다.

 

Ⅲ. 본 논문 제안 알고리즘

 

안정화 성능 향상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그림 4와 

같은 NS 차트로 표현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1. 에지 추출 방법의 선택

관심영역 선정에 적합한 에지 추출 알고리즘을 

선택하기 위해 캐니 에지 및 소벨 에지 추출 알고

리즘을 비교해 보았다. 두 에지 추출 알고리즘의 결

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캐니 에지 알고리즘은 소벨 보다 많은 에지 검

출 결과를 보이지만 관심영역 선정에 불필요한 에

지까지 추출하고, 연산 복잡도가 소벨 에지보다 높

아 실시간 처리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실험을 바탕으로 설정한 임계값을 바탕으로 

소벨 필터링 값을 이진화 하여 사용한다.

그림 4. 제안 알고리즘의 NS 차트

Fig. 4 Nassi-Schneiderman chart

of proposed algorithm

(a) Original (b) Sobel edge (c) Canny edge

그림 5. 두 가지 에지 추출 방법의 비교

Fig. 5 Comparison of edge images

2. 관심영역 선정

이진화된 소벨 에지 영상을 N*N 서브-블록으로 

나눈 후 블록에 포함된 에지 성분을 계산하고 에지 

성분이 실험을 바탕으로 설정한 임계값 보다 큰 서

브 블록을 관심영역으로 선정한다. N 값은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는 41으로 설정하였다.

3. TM 및 움직임 벡터 계산
그림 6과 같이 선정된 관심영역을 템플릿 

(Template)으로 지정하고 다음 프레임에서 해당 템

플릿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움직임 벡터를 계산한다. 

움직임 벡터를 계산하기 위해 SAD를 이용한 TM을 

수행한다. TM을 수행할 때 프레임 전체를 탐색 

(Full-Search)하게 되면 탐색 결과는 정확하지만 

넓은 탐색 범위로 실시간 처리에 적합하지 않다. 이

를 개선하기 위해 탐색 영역은 좁히면서 유사한 탐

색 정확도를 갖는 3-Step-Search (3-SS) 기법을 

사용한다. 3-SS는 그림 7과 같이 총 3단계에 거쳐 

탐색 횟수를 줄이고 새로운 중심을 찾아가며 수행

하는 탐색 방법이다 [4, 5].

3-SS를 통해 각 템플릿에 따른 지역 움직임 벡터 

(Local Motion Vector, LMV)가 계산이 된다.

그림 6. 관심영역 선정

Fig. 6. Selecting region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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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3-단계-검색

Fig. 7 3-Step-Search 

하지만 계산된 LMV에는 해당 픽셀의 밝기변화, 노

이즈 그리고 객체의 움직임 때문에 LMV의 편차가 

표준편차보다 큰 아웃라이어 LMV가 존재할 수 있

다. 아웃라이어가 제거된 LMV의 평균값을 전역 움

직임 벡터 (Global Motion Vector, GMV)로 정의

한다.

4. 칼만필터를 사용한 떨림과 이동 구분

본 논문에서의 영상의 떨림 및 이동과 같은 급

격한 흔들림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칼만필터를 사

용한다. 칼만필터는 측정 데이터나 신호에서 잡음을 

제외하고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이다 

[4]. 그림 8에서 (a)는 계산된 X축 (width) 방향의 

GMV 값으로 영상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 

(b)는 GMV에 칼만 필터를 적용한 값으로 노이즈가 

제거된 데이터를 보여준다. 계산된 GMV에서 이동

과 같은 급격한 흔들림을 노이즈라고 했을 때 칼만 

필터를 적용하면 노이즈가 제거된 작은 떨림에 대

한 데이터가 남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GMV와 칼

만 필터를 적용한 값의 차를 바탕으로 영상의 떨림 

및 이동과 같은 급격한 흔들림을 구분하여 안정화

를 진행한다.

그림 9 (a)는 GMV와 칼만 필터를 적용한 값의 

차이가 설정값 보다 작은 경우를 0으로 큰 경우를 

1로 나타낸 것이다. 실제 영상의 전체적인 움직임과 

비교하였을 때 설정값 보다 큰 구간은 영상이 급격

하게 움직이는 구간이다. 따라서 0인 경우 작은 떨

림으로 판단하여 GMV 값으로, 1인 경우 이동과 같

은 급격한 흔들림으로 판단하여 칼만 필터를 적용

한 값으로 안정화를 진행한다. 안정화 결과 기존 작

은 떨림만 고려했을 때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영상의 

이동과 같은 급격한 흔들림 또한 고려한다.

(a) Before applying Kalmna filter

(b) After applying Kalman filter

그림 8. 칼만 필터 사용에 따른 움직임 벡터

Fig. 8 Motion vectors with use of Kalman filter

(a) Consideration of shaking and

movement of the image

(b) The final motion vector

그림 9. 본 논문에서 사용된 움직임 벡터

Fig. 9 Motion vectors us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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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프트웨어 구현 및 성능 비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이오시스템에

서 제공한 열 영상을 입력으로 Visual C++을 이용

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안정화 결과를 하나의 

예에 대해서 기준 프레임과 겹쳐서 그림 10에 나타

내었다. [3]에서 제안한 알고리즘보다 더 정확한 안

정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기법과의 성능 비교를 위해 640X480 해상

도의 7가지 종류의 열영상을 입력으로 사용했다. 실

험에 사용된 1-5까지의 열영상은 카메라의 떨림이 

존재하는 영상이고 6, 7의 열영상은 카메라를 삼각

대에 고정하여 떨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상

이다. 

(a) Before stabilization

(b) Algorithm result in [3]

(c) Proposed algorithm result

그림 10. 영상 안정화 결과 비교

Fig. 10 Comparison of video stabilization results

Stabilization 

Algorithm

Input IR video

[3] 

Algori-

thm

[4] 

Algori-

thm

Proposed 

Algorithm

1 33.0209 30.9628 34.2566

2 36.9693 35.2836 39.0738

3 36.8118 34.2953 39.0501

4 37.9149 39.5233 41.7623

5 35.3301 34.5612 36.7143

1-5 Average PSNR 36.0094 34.9252 38.1714

6 33.4461 38.3349 40.7158

7 44.3709 48.3357 48.4310

6-7 Average PSNR 38.9085 43.3353 44.5734

Total average PSNR 36.8377 37.3281 40.0006

표 1. 제안 기법의 PSNR 값

Table 1. PSNR values for proposed method

각각 동영상에서 첫째 프레임의 중앙 320x240 

영역을 기준 영역으로 지정하고 기준 영역과 이후 

200 프레임의 동일 영역 사이의 PSNR (Peak 

Signal-to-Noise-Ratio)를 계산하여 표 1에 제시하

였다.

실험 결과 기존기법 보다 PSNR이 1-5입력 영

상에 대해 평균 2.1620~3.2462 (dB) 개선되고, 

6-7영상에 대해 1.2381~5.6649 (dB) 개선되었다. 

전체적으로 평균 2.6725~3.1629 (dB) 개선되어 제

안 기법이 기존 방법보다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급격한 움직임이 존재하는 영상을 입

력으로 안정화 결과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그림 11에서와 같이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칼만 

필터를 사용하여 영상 정보 손실이 그림 2의 기존 

기법결과 평균 41%에 비해 15%로 감소하여 문제

점을 개선하였다.

그림 11. 이동하는 영상의 안정화 결과

Fig. 11 Stabilization result of movin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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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lgorithm

[4] 

Algorithm
Algorithm

fps 0.17 11 22

표 2. PC 플랫폼에서의 초당 프레임

Table 2. Frames per second on the PC platform 

또한 수행시간 비교를 위하여 동일 PC환경에서 

MATLAB을 사용해 기존 기법과 제안 기법의 초당 

프레임 수를 표 2와 같이 비교하여 제안하는 기법

이 22fps로 기존 기법보다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V. Zynq 플랫폼을 이용한 고속화 구현

제안 알고리즘의 실시간 동작을 위하여는 30fps 

이상으로 동작하여야 하므로 하드웨어 기반의 고속

화가 요구되는 부분을 RTL (Register-Transfer 

Level) 아키텍쳐로 추출하고 Verilog 또는 VHDL

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설계자의 경험 수준

에 따라 성능 차이가 나며 설계 시간이 오래 걸리

는 문제점도 있어 최근에는 C언어를 수정하여 하드

웨어로 구현하는 HLS (High-Level Synthesis) 방

법이 채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HLS[6] 개발 

도구중 하나인 Xilinx SDSoC (Software-Defined 

SoC) 개발 환경에서 고속화 구현을 진행하였다. 

SDSoC는 개발자가 C 언어로 동작을 기술하면 선

택된 Zync 디바이스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

스템을 구현하는 유용한 SoC 개발 환경이다.

개발 타겟 보드는 Zynq-7000 AP SoC ZC702 

로 1GB DDR3 Memory, Dual ARM Cortex-A9, 

CPU Clock 667MHz를 갖는다. ZC702 환경에서 

제안 알고리즘의 초당 프레임은 11fps로 고속화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따라서 프로파일링을 통해 병목

현상이 생기는 함수를 파악하고 HLS를 사용하여 

고속화를 진행했다. 640x480 입력 영상의 실시간 

처리 (30fps)를 목표로 한다. 해당 플랫폼에서 한 

프레임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주요 함수들의 수행시

간은 표 3와 같다.

프로파일링 결과 소벨 에지 검출이 병목지점으

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소벨 에지 검출 함수를 

HLS를 통해 고속화를 진행한다. HLS를 사용하여 

영상처리 고속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상 데이터

를 저장할 라인버퍼 및 필터 처리를 위해 필터 마

스크 사이즈 크기의 윈도우버퍼를 사용하여 영상 

데이터를 다룬다. 이는 메모리 접근 횟수를 감소시

켜 수행시간 단축을 위함이다. 그리고 루프 파이프

Execution time
Occupancy 

ratio

Sobel_edge 0.085초 95.8%

Select_ROI 0.00322초 3.6%

3step_search 0.000537초 0.6%

표 3. 프레임 당 함수의 수행 시간

Table 3. Execution time per frame by function 

Acceleration

method

Target function

Loop 

Unrolling

Loop 

Pipelining

Sobel_edge 0.1145sec 0.0274sec

표 4. HLS를 사용한 고속화 결과

Table 4. Accelerated results using HLS

라이닝 (Loop-Pipelining)과 루프 언롤링 (Loop 

-Unrolling) 방법을 사용하여 고속화를 수행할 수 

있다 [6]. 두 기법에 따른 고속화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기존 소프트웨어로만 동작 했을 경우 0.085초에 

비해 루프 언롤링을 적용 했을 경우 0.1145초로 오

히려 수행시간이 증가했고 루프 파이프라이닝을 적

용 했을 경우 0.0274초로 약 3배 수행시간이 감소

한 것을 확인 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루프 파

이프라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고속화를 진행했다.

그림 12은 소벨 에지 알고리즘의 HLS를 사용한 

슈도코드이다. 

그림 12. 소벨 에지 SDSoC 슈도코드

Fig. 12 SDSoC pseudo-code for the Sobel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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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Zynq 플랫폼 실험 환경

Fig. 13 Zynq platform experimental environment

DSP BRAM LUT FF

% Utilization 1.36 13.57 11.1 6.51

표 5. 하드웨어 리소스 사용률

Table 5. Resource utilization for hardware

그림 13와 같이 SDSoC에서 HLS를 사용하여 

고속화를 진행하고 SDSoC 터미널을 통해 결과를 

확인했다. 하드웨어 리소스 사용률은 표 5에 나타내

었다. 고속화 결과 한 프레임을 처리하는 데 수행 

시간은 기존 0.089초에서 0.031초로 고속화 되어 

초당 프레임 처리 수가 약 32프레임으로 보편적 실

시간 처리 (30fps) 요구조건을 만족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열 영상 관측 시 떨림과 이동에 

따른 영상 흔들림을 보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소벨 에지 검출 및 3SS를 사용하여 움직임 벡터

를 계산하고 칼만 필터를 통해 영상 손실을 줄이면

서 영상의 이동과 떨림 안정화를 개선한 알고리즘

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 기법이 기존 알고

리즘보다 2~3dB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 하였고 손

실률도 평균 26%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시

간 처리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Xilinx Zynq-7000 

AP SoC ZC702 플랫폼에서 병목지점인 소벨 에지 

알고리즘을 HLS를 사용하여 고속화 하였고, 초당 

약 32프레임을 처리하여 실시간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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