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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상 객체 검출은 선장이 육안으로 해상 주변의 충돌 위험성이 있는 부유물을 컴퓨터를 통해 자동으로 검출하여 

사람이 확인하는 방법과 유사한 정확도로 인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기존 선박에서는 레이더의 전파를 통해 해상 부

유물의 유무와 거리를 판단하였지만 형체를 알아내어 장애물이 무엇인지는 판단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 반면, 카메

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물체를 검출하거나 인식하는데 성능이 우수하여 항로에 있는 장애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영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대용량의 화소를 연산해야 하는데 CPU는 순차

적 처리 방식에 특화된 구조이기에 처리속도가 매우 느려 원활한 서비스 지원은 물론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상 객체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고 연산량이 많은 부분을 가속화하기 위해 FPGA로 구

현하였다. 또한, 임베디드 보드와 FPGA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구현 완성도를 높였으며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존 

구현 방법보다 약 30배의 빠른 성능을 얻었고 전체 시스템의 속도는 약 3배 이상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Object detection in maritime means that the captain detects floating objects that has a risk of colliding with the ship using 
the computer automatically and as accurately as human eyes. In conventional ships, the presence and distance of objects are 
determined through radar waves. However, it cannot identify the shape and type. In contrast, with the development of AI, 
cameras help accurately identify obstacles on the sea route with excellent performance in detecting or recognizing objects. The 
computer must calculate high-volume pixels to analyze digital images. However, the CPU is specialized for sequential 
processing; the processing speed is very slow, and smooth service support or security is not guaranteed. Accordingly, this study 
developed maritime object detection software and implemented it with FPGA to accelerate the processing of large-scale 
computations. Additionally, the system implementation was improved through embedded boards and FPGA interface, achieving 
30 times faster performance than the existing algorithm and a three-times faster enti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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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MASS(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는 사람 

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술을 접목하여 선박

이 자율적으로 조종되는 운영방식을 말한다. MASS의 

기술은 선박 주변 감시, 장비 상태 모니터링, 선박 기동 

및 엔진 등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작업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자동으로 운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기존에는 

선박 주변의 상황 인지를 위해서는 레이더와 같은 센서 

기반의 장치를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인간 시각 정보

를 대신하여 카메라와 정보 융합을 통해 주변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여 자동운항을 정밀하게 돕는다 [1].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약 85%이상의 선박 사고는 

어선과 같은 소형 선박에서 주로 발생한다. 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나 소나와 같은 장비를 활용하여 

주변 장애물의 위치를 확인하지만, 소형 선박 같은 경우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장비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로 소형 선박에 비교적 저렴한 비

용으로 해상 전용 카메라를 설치하여 컴퓨터 비전 및 딥

러닝 기술을 적용한다면 해상 객체(타 선박, 부표, 기타 

장애물 등)를 인식할 수 있어 알람을 통해 선장이나 선

원에게 알려 위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 컴퓨터 비전 

기술의 영상 검출 및 인식 기능은 특정 임무에만 전념하

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설계에 따라 제품의 크기 및 생산 

비용을 줄이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임베디드 시

스템 설계를 기반한 최적화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범용 프로세서에서 영상의 대용량의 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성능과 처리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CPU(Central Processing Unit)는 

순차적 처리 방식에 특화된 구조이기에 데이터 처리속

도가 느려진다면 원활한 서비스 지원은 물론 안정성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실시간 처리를 지원하는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개인용 컴퓨

터에서는 병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GPU(Graphics 
Processing Unit)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는 수백, 수천 개

의 프로세서를 집적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

이 매우 크며 프로세서의 효율을 높이더라도 제품의 구

조상 전력 소모량이 크기 때문에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에 적합하지 않다. 반면,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의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가속화하

여 병렬 시스템을 설계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서 안

에서 모든 작업이 가능하여 저전력형 병렬 연산이 가능

하여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에 매우 효율적이라 할 수 있

다 [2-3]. 일반적으로 FPGA에 하드웨어를 개발하기 위

해서는 RTL(Registor Transistor Logic)과 같은 HDL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언어를 사용하여 하

드웨어를 기술한다. 기존 RTL 설계 방법은 시스템 인터

페이스에 집중하여 개발하는 시간이 많은 반면 HLS 
(High Level Synthesis)는 C언어를 기반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핵심 기능에만 집중하여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르다. 즉, 소프트웨어 

코드를 하드웨어로 바로 변환할 수 있는 코드 재활용성

의 장점이 있어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하드웨어 

전체 시스템의 구조와 메모리 엑세스 등 여러 가지 하드

웨어 고려사항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변환

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에 존재하는 객체를 검출하기 위

해 임베디드 플랫폼인 Raspberry Pi에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였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 함수별로 프로파일링

을 하여 병목현상을 찾는다. 또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일부분의 함수를 FPGA 기반의 Zynq 플랫폼에서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최적화하여 효율적인 하드웨

어 가속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선행 연구

해상에서 수평선 검출은 영상에 존재하는 바다와 배

경 영역을 분리하여 해상 부유물을 효과적으로 검출하

는 방법이다. 선행된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영상의 대상과 배경을 분리하기 위해서 엣지 기반의 영

역 분리 방법을 많이 활용한다. 특히 수평선을 찾기 위

해서 캐니 엣지 기반의 허프 변환을 주로 이용한다 

[4-5]. 허프 변환은 데이터 손실 및 왜곡에도 직선 정보 

추출에 용이하여 컴퓨터 비전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

지만 보팅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연산구조와 많은 메모

리 접근이 존재하여 임베디드 비전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6].
반면 이진 분할 알고리즘은 영상에 전체를 같은 임계

값으로 이진화를 하므로 다른 분할 알고리즘에 비해 객

체를 분리하는 것이 취약하다. 특히 주변의 환경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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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자율운행 자동차 등에는 이진 분할 알고리즘의 적

용이 어렵다. 하지만 해상의 경우 비교적 주변의 영상 

변화가 많지 않고 바다와 하늘 사이의 수평선을 검출하

여 주변 객체를 파악하기 때문에 이진 분할 알고리즘이 

상당히 효율적이면서도 처리속도가 매우 빨라 실시간 

처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진화 알고리즘의 경우 

임계값을 고정하거나, 유동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존

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영상에서 객체를 

찾을 때는 고정적 방법이 유리하지만 객체가 변화하면

서 움직이는 영상에서 찾을 때는 유동적인 방법을 활용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Otsu 알고리즘으로 매 프레임마다 영상의 화소를 히스

토그램화하여 최대값 2개를 찾아 그 사이의 평균값을 

임계값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7]. 그림 1은 해상 

이미지에 Otsu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Fig. 1 Otsu’s Binarization with Maritime Image

이진화를 수행한 후 수평선 라인을 기준으로 그림 2
와 같이 관심 영역을 찾아야 하는데, 기존에는 허프변환

을 통해 직선라인을 찾지만 본 논문에서는 속도를 올리

기 위해 비교적 단순하게 구현하였다. 대부분의 해상 이

미지에 영상 이진화를 수행하면 배경은 검정으로 바다

랑 선박은 흰색으로 구별된다. 영상의 Y축을 기준으로 

하여 연속적으로 흰색을 찾는데 가장 상단에서 찾아진 

영역과 하단에서 찾아진 영역을 관심 영역으로 설정한

다. 최상단에서 찾아진 영역은 객체의 가장 윗부분이 되

고, 최하단에서 찾아진 영역은 바다 영역을 의미한다. 
또한, 그림 3과 같이 파도의 라인이 이미지에 존재하는

데 이를 제거하기 위해 Y축 양 끝단에서 파도라인을 찾

아 객체를 독립화하여 관심 영역을 설정한다. 
관심 영역 이미지에서 객체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진화 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

인하여 객체를 검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OpenCV 라
이브러리에서는 연결 요소 라벨링을 제공한다. 연결요소

Fig. 2 Region of Interest

Fig. 3 Horizon Detection

라벨링은 영상에서 서로 연결된 화소들을 그룹화하고 

각 그룹에 대해 고유한 라벨을 할당해주는 작업을 말한

다 [8]. 이 기능은 영상의 패턴인식 또는 객체 인식에 많

이 이용되며 영상의 객체의 수를 세거나 라벨링을 하는

데 있어 유용한 기초 영상처리 응용 방법이며 특히 이진 

영상을 대상으로 객체를 분류시키기 위해 많이 활용되

고 있다. 연결 요소 라벨링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동작 

과정은 그림 4와 같다. 

Fig. 4 Connect Component Labeling Process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4, No. 10: 1331-1340, Oct. 2020

1334

연결 요소 라벨링 알고리즘은 크게 4-방향과 8-방향

으로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4-방향 알고리즘의 경우 중

심 화소의 좌측과 상단이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의 라벨

로 인식하게 되며 8-방향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대각선 

좌측 및 우측 상단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라벨로 인식하

게 된다. 또한, 그림 4와 같이 2번의 절차를 통해 라벨링

을 하는데 이를 이중 스캔 기법이라 한다 [9]. 기본적으

로 1차 스캔, 라벨 병합, 2차 스캔으로 이루어진다. 1차 

스캔은 전체 화소를 8-방향으로 검사하면서 객체에 라

벨을 부여한다. 하지만 1차 스캔 만으로 전체 화소에 고

유 라벨을 부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복되는 라벨에 

대응되는 등가표를 통해 라벨들을 병합시킨다. 2차 스

캔에서는 등가표를 통해 중복되는 라벨들을 통합시켜 

최종적으로 이미지 객체에 라벨을 부여하여 객체들을 

분리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림 5와 같이 해상 이미지에

서 이진 요소 라벨링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빛의 반사

효과나 파도의 영향 때문에 영상에 다양한 노이즈가 발

생하여 이진 영상을 화소 간 결합하기가 쉽지 않아 객체 

검출 정확도가 낮아지게 된다.

Fig. 5 Maritime Object Detection with Connect Component 
Labeling

해상에서 이미지가 분리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연결 요소 라벨링의 소프트웨어를 그림 6과 같이 전

처리 소프트웨어를 개선하였다. 먼저 Otsu 알고리즘을 

통해 이진화로 분리된 화소들을 연결 요소 라벨링을 수

행하면 분리된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위치 정보를 통해 검출된 박스 영역의 최소 1화소 이상 

넓혀 확장시킨다. 확장된 영역은 하나의 객체로 표현하

기 위해 넓혀진 영역에 대해 흰색(객체)로 표현하여 다

시 하나의 객체로 구분 지어준다. 이후 다시 라벨링을 

수행하면 병합된 객체 영역의 위치를 찾기 때문에 최종

적으로 객체 영역이 검출되어 잡음으로 인해 화소가 분

리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방

법을 다중 연결 요소 라벨링이라고 말한다 [10].

Fig. 6 Multi Connect Component Labeling Process 

그림 7은 다중 연결 요소 라벨링을 통해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였는데 상단에 있는 5장의 이미지는 OpenCV
에서 제공하는 연결 요소 라벨링을 적용한 결과이며 하

단에 있는 이미지는 개선된 다중 연결 요소 라벨링의 알

고리즘을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Fig. 7 Maritime Object Detection with Multi Labeling

다중 연결 요소 라벨링 알고리즘의 성능을 보다 더 객

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해상 객체 검출한 결과를 IoU 
(Intersection over Union)를 이용하였는데, IoU는 실제 

배의 위치와 다중연결 요소 라벨링을 통한 알고리즘의 

위치를 교집합 영역을 계산하여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11]. 표 1의 ‘Binary Labeling’은 기존의 연결 요소 라벨

링 방법을 의미하며 ‘Multi Labeling’는 그림 6과 같이 

개선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방법을 말한다. Margin은 영

역 확장 화소 거리를 의미하며 기존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Margin 2 화소를 적용하였을 때 가장 성능이 우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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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Type IOU
(Average)

Object
Detection Count

Binary Labeling 0.5195 156

Multi
Labeling

Margin 1 0.5606 105

Margin 2 0.6175 49

Margin 3 0.5015 41

Margin 4 0.4752 38

Margin 5 0.4468 36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Results 

‘IOU’는 해상 이미지를 약 20장에서 검출된 IoU 값
의 평균을 하였고, 객체 영역이 약 2/3 정도 영역이 겹쳐

야 0.5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이상의 값이 나온 경우 객

체가 제대로 검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값이 0.5 
미만이면 검출을 잘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개선된 알고

리즘을 적용한 결과 평균 0.61로 객체가 올바르게 검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Object Detection Count’는 

박스가 총 검출된 개수를 의미하며 Margin 5인 경우가 

가장 적지만 IoU의 성능이 낮아 가장 최적인 Margin 2
를 선택하여 소프트웨어를 구현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

은 라벨링 알고리즘을 총 2번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

산이 많아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Ⅲ. SW 프로파일링 및 HLS 최적화

다중 연결 요소 라벨링 알고리즘의 처리 속도 문제점

을 개선시키기 위해 Raspberry Pi 3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Raspberry Pi는 영국에서 개발한 소형 임베

디드 플랫폼으로 1Ghz 이상의 64비트 기반 쿼드코어 

ARM 프로세서를 탑재하였고 Linux, RTOS와 같은 여

러 운영체제에서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수 있다 [12]. 
Raspberry Pi에서 해상 객체 인식을 위한 소프트웨어

를 실행한 결과 총 222ms로 약 4-5 FPS 정도로 이미지

를 처리하였다. 해상 객체 소프트웨어의 주요 알고리즘

은 영상 프레임 버퍼에서 데이터 읽기/쓰기, 영상 채널 

감소를 위한 회색조 변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블러

링, 이진화 임계치를 효율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Otsu 알
고리즘, 이진화 기반 배경과 객체를 분리하기 위한 다중 

연결 요소 라벨링의 기능들로 구성되어있다.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 병목현상을 찾기 위해 프로세서에서 이미

지 한 장을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수행 시간, 함수 

사용 비율을 프로파일링 도구를 통하여 결과를 출력하

였다 (그림 8). 
다중 연결 요소 라벨링 알고리즘은 한번만 수행하면 

객체가 제대로 검출이 되지 않지만 제안하는 다중 연결 

요소 라벨링을 활용하면 검출이 올바르게 됨을 선행 연

구를 통해 증명하였다. 하지만 알고리즘을 2번 수행하

기 때문에 155ms가 소요되었으며 이는 전체 CPU의 수

행률 중 70%를 차지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병목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FPGA 하드웨어로 

가속화하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 해상 객체 검출

을 실시간으로 검출할 수 있다.
병렬처리의 최대 가속 성능을 얻기 위해 암달의 법칙

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를 개선할 

때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최대 성능 향상이 있는지 계

산하는데 사용된다. 암달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시스템

을 개선하여 전체 작업 중 P%의 부분에서 S배의 성능이 

향상되었을 때 전체 시스템에서의 최대 성능 향상은 수

식 1과 같다 [13].


  



 (1)

P는 병렬화가 가능한 부분을 의미하고, (1-P)는 병렬

화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한다. (P/S)가 의미하는 

것은 병렬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성능 향상 비율을 의

미한다. 따라서, 그림 8과 같이 프로세서에서 처리하는 

Fig. 8 Profiling of Software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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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가장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을 병렬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제안된 다중 연결 라벨링은 전체 작업

에서 약 70%를 사용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 부분

을 병렬화하여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Fig. 9 Amdal’s law

프로그램의 성능향상은 순차적인 부분에 의해 제한

된다. 예를 들면, 그림 9와 같이 95%가 병렬화 할 수 있

다면 이론적인 최대 성능 향상은 아무리 많은 병렬화를 

하더라도 최대 성능은 20배로 제한된다. 따라서, 그림 9
와 같이 다중 연결 요소 라벨링 70%에 대한 성능을 무한

대로 증가시켜도 최대 3.3배 성능을 얻게 된다. 성능을 

최대로 증가시키면 소프트웨어의 성능은 좋지만 하드

웨어 리소스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수

행되는 소프트웨어 중 다중 연결 요소 라벨링은 155ms
가 소요되지만 20배 빠른 7.5ms 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

록 하며 이는 전체 시스템에서의 성능을 약 3배 이상으

로 달성하는 가속기를 설계하였다. 
하드웨어 구현을 위해 상위 수준 합성을 이용하여 C

언어로 하드웨어 기능을 작성하면 HDL로 자동 변환해

주는 Vivado HLS 툴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상위 수준 

합성에는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코드

를 하드웨어 변환 규칙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OpenCV에서 제공되는 연결 요소 라벨링 알고리

즘은 재귀 알고리즘으로 설계되어있다. 상위 수준의 C
언어로 기반한 하드웨어 합성은 재귀함수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 10과 같이 기존 구현되어 있는 함수의 

코드를 반복함수의 형태로 변경하여 합성을 진행하였다.
상위 수준 합성은 하드웨어 최적화를 위해 몇가지 옵

션을 제공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Fix-point와 Unroll 방
식을 활용하였다. 영상 입력 이미지 채널은 이미 이진화

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그림 11과 같이 Fix-point를 적용

Fig. 10 Pseudo Code of Binary Labeling

Fig. 11 Pseudo Code of Parallel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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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비트로 처리가 가능하여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 반복함수로 변경된 C언어 기반의 

코드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지만 Unroll 방식은 for 루프 

내부의 읽기/쓰기/데이터 처리를 병렬화되도록 하드웨

어를 구성해준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코드에 의존하기 

때문에 Unroll 방식으로 무한적으로 병렬적 구조를 만

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더 이상 Latency가 줄어

들지 않는 범위로 임계치를 찾았고 Unroll의 factor를 10
으로 설정하여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또한, Unroll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빠른 가속

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종방향으로 8번 분할시켜 

FPGA에서 각 모듈을 병렬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최

적화하였다. 하지만 각 이미지를 분리하여 서로 다른 메

모리에서 처리할 때 인접한 부분영상들 간에 서로 연결

된 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독립적으로 라벨링을 수행

하면 연결이 상실되어 서로 다른 라벨로 라벨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병렬처리를 진행하기 위해 라벨 병합에 관

련된 연구 “Binary Connected-component Labeling using 
a Multicore CPU”에서의 OR-decision table을 활용하였

고 이를 이용하면 라벨을 병합하지만 병렬 처리 시 중복

되는 새로운 라벨 할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시

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15].

Ⅳ. HW 가속기 통합 시스템 구조

해상 객체 검출의 최적화된 하드웨어 가속기를 구현

하기 위해 그림 12와 같이 Zynq SoC와 Raspberry Pi를 

통합한 시스템 구조를 제안한다. Zynq 보드는 Xilinx사

에서 제공하는 FPGA와 ARM 프로세서가 통합된 보드

이다. 일반적으로 Zynq에서 PS(Processing System)는 

ARM 코어를 PL(Programmable Logic)은 FPGA를 의미

한다. 하드웨어 로직은 PL영역에 합성되며 소프트웨어

는 PS에서 구현되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적

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S에서 PL 영역에 합

성된 가속 하드웨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ARM 표준 버

스인 AXI Interface를 통해 컨트롤 신호를 전송함으로써 

제어가 가능하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Zynq 보드에서 통

합 구현을 진행할 수 있지만 카메라 모듈 및 HDMI 출력 

등을 PL 영역에서 하드웨어로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리

소스를 많이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구현

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가속 모듈만 PL에 합성을 진

행하였고 Raspberry Pi에 존재하는 카메라 및 HDMI를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여 검증하였다. 
본 시스템의 전체 동작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Raspberry Pi에서 Zynq SoC로 이진 이미지 데이터 전송

을 진행한다. Raspberry Pi는 카메라를 통한 영상 획득 

및 이진화 알고리즘 수행을 처리하며 이진 데이터를 

Ethernet을 통해 Zynq의 PS Ethernet으로 전송한다. 
Zynq로 전송되는 Ethernet의 대역폭은 약 1000Mbps로 

설정되었다. 또한 Raspberry Pi에서는 소켓을 활용하는

데 데이터를 최소 8비트 단위로 보내야하기 때문에 이

진화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는 것은 낭비이며 8비트 레

지스터에 이진 데이터를 전부 채워서 비트의 공간의 낭

비 없이 전송을 진행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구현하였다. 
두 번째는 Zynq PL에서 가속을 진행하기 위해 PS로부

터 이미지 데이터를 전달 받는 과정을 진행한다. PS에서

는 전달받은 이진 영상 프레임을 DRAM에 저장하며 이

Fig. 12 System Dataflow Hardware and Software Co-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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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FPGA에서 처리하기 위해 PL영역의 BRAM으로 전

송해준다. 하지만 DRAM에서 BRAM으로 전송할 때 

DMA 없이 전송하게 되면 속도가 많이 느려지게 된다. 
따라서, Xilinx에서 제공하는 Central DMA를 활용하여 

PS에서 PL 데이터를 로드하는데 속도를 가속화시켜 PS
의 메모리 데이터를 PL 영역으로 고속 전송이 될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가속기를 실행하기 위해 PS에

서 PL로 컨트롤 신호를 보내고 출력된 라벨 결과 데이

터를 Raspberry Pi에서 받아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을 진

행한다. 하드웨어 가속 모듈은 BRAM Interface로 구성

되어 있어 PS에서 Start 신호를 받게 되면 BRAM에 있

는 이진 이미지를 라벨링하기 위해 HLS 옵션의 최적화 

성능에 따라 고속으로 병렬처리를 수행하게 된다. 이미

지에서 라벨 객체를 모두 찾게 되면 출력 전용 BRAM에 

객체 검출 수와 이미지에 좌표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이

는 UART 시리얼 통신을 통해 Raspberry Pi로 유선을 통

해 데이터가 전달되며 Raspberry Pi에서는 해당 정보를 

받아 HDMI 모니터에 바운딩 박스를 출력함으로써 모

든 동작은 완료가 된다. 

Ⅴ.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Raspberry Pi에서 다중 연결 요소 라벨

링을 처리하는데 155ms가 수행되었는데 이를 20배 이

상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7.75ms 이하로 수행되어야 전

체 시스템에서 3배 이상의 가속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목표로 하였다. 실험 방법은 제안하는 병렬화 방법

을 HLS의 옵션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 Unroll, Fix-point
를 사용한 상태 방법을 비교하였다. 또한, Raspberry Pi
에서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처리속도와 Zynq SoC에서 

가속화되는 속도를 비교하였고 제안하는 통합 시스템

에서 전체 성능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표 2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를 HLS로 합

성하지만 최적화 옵션은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적용

된 결과를 나타낸다. 수행 속도는 클럭이 100Mhz인 경

우 최소 1,747,005에서 최대 3,988,015 클럭이 소요되며 

이는 약 17ms에서 39ms 정도가 소요된다. 또한 BRAM
은 258개가 적용되는데 이는 하드웨어 플랫폼의 최대치 

14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FPGA에 합성이 불가능하다. 

표 3은 HLS에서 제공하는 Fix-point와 Unroll을 통해 

메모리 사용량과 속도를 증가시켜 최적화 옵션을 적용

한 결과이다. Fix-point를 1비트로 설정한 결과 BRAM
은 18개로 구현되어 합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Unroll 옵션을 통해 최소 11ms에서 34ms로 처리 속도가 

측정되었다. 하지만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총 2번이 수

행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22ms 이상이 소요되어 마찬가

지로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표 4와 같이 병렬처리를 수행한 결과 최소 1.3ms에서 

최대 4.1ms가 소요되었고 이를 평균하면 약 2.8ms이며 

2번 수행하여도 5.6ms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충족시

켰다. 남은 약 2ms는 Zynq SoC에서 처리하기 전에 

Raspberry Pi의 Ethernet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하였다. Ethernet 속도는 1000Mbps
로 실험에 사용된 이진 이미지의 크기는 500x500으로 

25만 비트가 전송되서 처리되는데 약간의 지연시간이 

필요하지만 2ms면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표 5는 Raspberry Pi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동작

시킬 때와 Zynq SoC에서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를 비교

한 것이다. 다중 연결 요소 라벨링 알고리즘 자체만으로 

비교했을 때 약 30배정도의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BRAM LUT Clock cycles(100Mhz)

Total 258
/140

2918/
53200

min max
1747005 3988015

Table. 2 Native HW Performance

BRAM LUT Clock cycles(100Mhz)

Total 18/
140

4140/
53200

min max
1134480 3404930

Table. 3 HW Performance with HLS Option

BRAM LUT Clock cycles(100Mhz)

Total 18/
140

33141/
53200

min max
139344 416894

Table. 4 HW Performance with Our Proposed

System Clock Algorithm Speed

ARM CPU
(Cortex-A53) 600-900Mhz 155ms

FPGA 100Mhz 5.5ms

Table. 5 ARM CPU vs F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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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은 본 논문에서 구현된 하드웨어 가속 통합 

시스템을 데모한 것으로 그림의 왼쪽 보드는 Zynq SoC
이며 오른쪽은 Rasberry Pi로 보드 간의 통신은 이더넷

과 시리얼 포트로 연결되어 있다. 실험 환경은 소프트웨

어 플랫폼은 Raspberry Pi를 사용하여 해상 객체 인식 

소프트웨어를 구현하였고, 하드웨어 플랫폼은 Zynq 
SoC의 ZYBO 보드를 사용하였다. 데모 영상의 입력 이

미지 사이즈는 500x500으로 해상 이미지 데이터 셋은 

Singapore Maritime Dataset 영상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

행하였다 [16]. 데모 영상의 모니터 왼쪽 영상은 Raspberry 
Pi에서 소프트웨어로만 동작하였을 때를 보여주며 약 

5.5FPS로 동작하였고 오른쪽 영상은 Zynq SoC와 인터

페이스를 통해 가속화 모듈을 활용하였고 약 16 FPS 정
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기존 소프트웨어 플

랫폼에 비해 약 3배의 가속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Fig. 13 Photograph of a Demonstration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상에서 객체를 인식하기 위해 효율

적으로 활용되는 이진 분할 알고리즘에 대해 하드웨어 

가속기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엣지 분

리 방법을 통해 해상 이미지에서 수평선을 검출하여 객

체를 검출 및 인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임베디드 시

스템에 실시간 동작을 하기 위해 속도를 올리고자 이진 

분할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또한, 이진 분할 알고리즘 

중 연결 요소 라벨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

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다중 연결 요소 라벨링을 제안하

였다. 하지만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제안한 알고리즘은 연

산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병목현상이 발

생하는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암달의 법칙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처리속도를 목표로 가속기를 설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ARM 코어 기반의 

Rasbperry Pi를 활용하였고 하드웨어 플랫폼은 Xilinx
사의 Zynq SoC에 가속기를 구현하였다. 또한, 기존 

HDL 방법이 아닌 C언어 기반의 상위 수준 합성으로 하

드웨어를 가속기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변환에 알맞게 변환하였고 처리속도 요구사

항을 맞추기 위해 HLS의 최적화 옵션을 적용하였으며 

성능을 더 개선시키기 위해 이미지를 종방향으로 8번 

분할시켜 각 하드웨어에서 병렬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

록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데모 결과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존 구현 방법보다 약 30배의 빠른 성능을 얻었

으며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통합하면 최대 3배 이상의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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