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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율 주행이나 CCTV와 같이 영상 처리 관련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영상 왜곡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일 영상을 이용한 안개 제거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있다. 안개 밀도 예측 방법으로는 깊이 맵을 생성하여 영상의 깊

이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 깊이 맵의 학습 데이터로 다양한 안개 특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안개 제거 알고리즘

을 실제 기술들에 적용하기 위해 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구현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

서는 변동계수 기반의 안개 특징인 NLCV(Normalize Local Coefficient of Variation)를 하드웨어로 구현한다. 제안하

는 하드웨어는 Xilinx 사의 xczu7ev-2ffvc1156을 Target device로 FPGA 구현하였다. Vivado 프로그램을 통해 합성

한 결과 479.616MHz의 최대 동작 주파수를 가지며 4K UHD(3840×2160) 환경에서 실시간 처리 가능함을 보인다.

ABSTRACT

As technologies related to image processing such as autonomous driving and CCTV develop, fog removal algorithms 
using a single image are being studied to improve the problem of image distortion. As a method of predicting fog 
density, there is a method of estimating the depth of an image by generating a depth map, and various fog features may 
be used as training data of the depth map.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implement a hardware capable of processing 
high-definition images in real time in order to apply the fog removal algorithm to actual technologies. In this paper, we 
implement NLCV (Normalize Local Coefficient of Variation), a feature of fog based on coefficient of variation, in 
hardware. The proposed hardware is an FPGA implementation of Xilinx's xczu7ev-2ffvc1156 as a target device. As a 
result of synthesis through the Vivado program, it has a maximum operating frequency of 479.616MHz and shows that 
real-time processing is possible in 4K UH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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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율 주행이나 CCTV와 같이 카메라를 사용하는 기

술이 발전함에 따라 실시간 영상처리의 중요성도 높아

지고 있다. 하지만 영상처리는 안개와 같은 외부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왜곡이 발생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개 제거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7].
안개 제거 알고리즘에는 연산량이 많고 복잡한 다중 

영상처리와 연산량이 적고 간단한 단일 영상처리가 있

다[4-5]. 최근에는 머신러닝 기반 단일 영상처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6-7], 영상 속 안개 제거를 위해 영상의 

깊이를 추정하여 안개 밀도를 예측한다. 영상의 깊이 추

정을 위해서 깊이 맵(Depth map)을 생성하고, 깊이 맵의 

학습데이터로 안개 영상이 가지는 다양한 특징을 사용

할 수 있다. 첫째로 Zhu는 영상의 깊이가 명도(Value)와 

채도(Saturation)의 차이에 선형적이라는 가정을 바탕으

로 깊이 맵을 추정하였다[8]. 둘째로 Jiang은 Zhu의 연

구에서 사용한 명도와 채도 외에 안개 밀도를 예측할 수 

있는 다른 안개 영상 특징들의 관계를 파악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된 깊이 맵 추정 방법을 제안하였다[9].
Choi는 Zhu와 Jiang의 논문에서 사용한 안개 영상 특

징들처럼 단일 영상의 안개 밀도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

한 안개 특징들을 제시하였고, 그중 하나로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를 제안하였다[10]. 변동계수

는 안개 밀도에 반비례하는 특징이 있고, 깊이 맵의 학

습 데이터로써 안개를 추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

한 안개 추정 방법을 자율주행 또는 CCTV와 같은 기술

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처리

할 수 있는 하드웨어 구현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Choi가 제안한 변동계수를 기반으로 

하는 정규화한 지역적 변동계수 NLCV(Normalized 
Local Coefficient of Variation)를 실시간 처리 가능한 

하드웨어로 구현한다. 제안하는 하드웨어는 Verilog 
HDL을 사용하여 설계하였고, Xilinx 사의 Vivado 프로

그램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4K UHD 
(3840×2160) 크기의 고해상도 환경에서 최대 동작 주

파수 479.616MHz를 가지고, 1초에 30장 이상의 영상을 

처리하며 실시간 처리 기준을 만족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론에서 NLCV의 수

식에 대해 설명하고, NLCV를 하드웨어로 설계 및 구현

한다. 또한 하드웨어 성능 검증을 위해 Xilinx 사의 

Vivad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합성 결과를 제시한다. 결
론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결론을 서술하며 논문을 마무

리한다.

Ⅱ. 본  론

Fig. 1 Flowchart for calculating NLCV

영상 속에서 안개 밀도가 증가하면 영상의 선명도와 

분산은 감소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제안된 

안개 특징인 변동계수를 정규화한 NLCV를 하드웨어로 

구현한다.
그림 1은 NLCV를 구하는 전체적인 흐름도이다. 패

딩된 영상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분산, 표준편차, 변동계

수를 구하고 이를 통해 NLCV를 구한다.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입력 영상의 평균 및 제곱의 평균을 구해 차를 

계산한다. 또한 영상에서 25개의 픽셀 별로 계산하기 위

해 5×5 Box filter를 사용한다.
본 장에서는 NLCV의 수학적 수식을 설명하고, 하드

웨어로 구현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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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NLCV 수식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NLCV는 수식 1 ~ 수식 6을 이

용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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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영상 는 그림 2와 같이 테두리에 두 줄 패딩

(Padding) 된 영상이다. 패딩 전 영상의 크기가 M×N일 

때, 변수 i는 1 ~ N, j는 1 ~ M의 범위를 갖는다. 위에서 

나타낸 수식들은 5×5 Box filter가 적용되는 영역의 25
개의 픽셀만 계산되며, 그림 3의 Box filter 중심 픽셀 (i, 
j)는 그림 2의 영상에서 첫 번째 픽셀인 부터 마지막 

픽셀 까지 이동하며 필터링한다.

수식 1 ~ 수식 2의 는 회색조 영상이다. 은 현

재 필터 영역의 픽셀 평균이고, 는 현재 필터 영역의 

픽셀을 제곱한 값의 평균이다. 수식 3의 은 현재 영역

의 분산을 나타내고, 수식 4의 는 표준편차를 나타낸

다. 수식 5의 CV는 Choi가 안개 특징으로 제시한 변동

계수이며,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표준편차

의 경우 현재 계산되는 영역의 픽셀 값 크기에 비례한다. 

따라서 현재 영역의 분산된 정도뿐만 아니라 평균값에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차이가 있고, 이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변동계수를 사용한다. 변동계수는 분산 비율에 의

한 편차로 평균값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수식 6의 NLCV는 정규화된 지역적 변동

계수로, 현재 계산되는 영역의 픽셀 값들의 분산 정도에 

비례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 이용해 영상에서 물체의 

에지(Edge)를 검출할 수 있고, 안개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NLCV는 수식 5에서 계산된 변동계수를 0 ~ 1 사
이의 값으로 비율 조정하여 정규화한 것으로 출력되는 

데이터들의 범위를 일치시켜 영상의 모든 프레임에 동

일한 처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더 정

확한 에지 정보를 검출할 수 있으며, CV에 비해 더 뚜렷

한 에지를 검출할 수 있다.
그림 4는 앞서 설명한 수식을 영상화하여 나타낸 결

과이다. (a)는 입력 영상 원본이고, (b)는 화이트 밸런스

(White balance)와 그레이 스케일(Gray scale)을 통해 전

처리된 영상이다. (c)와 (d)는 CV와 NLCV를 영상화한 

Fig. 3 Box filter coordinates in the image

Fig. 2 Padded image Fig. 4 Result of NLCV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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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NLCV 영상이 CV 영상에 비해 더 뚜렷한 에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하드웨어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하드웨어의 목표는 4K UHD 
(3840×2160) 환경에서 실시간 동작의 기준인 약 

250MHz 이상의 최대 동작 주파수를 가지는 것이다.
그림 5는 제안하는 하드웨어 구조의 블록도이며 4단

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에서 사용하는 곱셈기, 제
곱근기, 나눗셈기와 같은 연산기는 Ngo가 제안한 하드

웨어 구조를 기반으로[11],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하드

웨어 설계에 맞게 수정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Split 
multiplier와 5×5 Box filter를 이용하여 분산을 구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Parallel square rooter를 이용하여 표

준편차를 구한다. 세 번째 단계로 Parallel divider를 이

용하여 변동계수를 구하고, 마지막 단계로 정규화를 통

해 NLCV를 구한다.
그림 6은 첫 번째 단계인 분산을 구하는 과정의 블록

도이다. 입력은 전처리된 영상으로 한 클럭에 5×5 Box 
filter 영역의 25개 픽셀이 들어온다. 들어온 입력은 지연

시키거나 2-split multiplier를 통해 제곱하여 Box filter
의 입력으로 넣어준다. Box filter는 들어온 25개의 픽셀 

값을 더해주는 필터이다. Box filter를 통과한 후, Split 
multiplier를 이용해 각각의 평균을 구하고 이들의 차를 

계산하여 분산을 구한다. 2-split multiplier와 4-split 
multiplier는 곱셈의 승수와 피승수의 비트를 2등분 또

는 4등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곱셈기이며, 연산 속도

를 올리기 위해 사용한다.

Fig. 5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hardware 
architecture

Fig. 6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variance

두 번째 단계로 Parallel square rooter를 통해 표준편

차를 구한다. Parallel square rooter는 실시간 처리를 위

한 파이프라인이 존재하고, 한 단계에서 입력의 2bit씩 

연산하며 단계의 개수는 입력 비트에 따라 달라진다. 제
안한 하드웨어에서 사용된 Parallel square rooter는 입력

으로 24bit를 사용하며 그림 7과 같이 13개의 단계를 통

해 계산된다.
세 번째 단계로 Parallel divider를 이용해 변동계수를 

구한다. Parallel divider도 Parallel square rooter처럼 실

시간 처리를 위한 파이프라인이 존재하지만, 출력 비트

에 따라 단계의 개수가 달라진다. 출력 비트는 설정한 

입력 비트에 따라 달라지고, 제안한 하드웨어에서 사용

된 Parallel divider의 출력 비트는 21bit이며 그림 8과 같

이 22개의 단계로 계산된다. Parallel square rooter 및 

Parallel divider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하드웨어 구조

의 비트에 맞춰 4K UHD(3840×2160) 환경에서 실시간

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Fig. 7 The process of calculating parallel square rooter

Fig. 8 The process of calculating parallel di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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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계로 그림 9와 같이 정규화를 통해 NLCV
를 구한다. 멀티플렉서(Multiplexer)를 이용해 현재 프

레임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구하고, 실시간 처리를 위하

여 현재 프레임에서 구한 값을 다음 프레임에서 사용한

다. 다음으로 Serial divider와 2-split multiplier를 이용

하여 NLCV를 계산한다. Serial divider의 경우, 한 프레

임이 처리된 후 Blank 구간에서 계산되며, 전 프레임의 

최솟값, 최댓값을 이용해 maxmin의 역

수를 계산한다. Blank는 한 프레임이 끝나고 다음 프레

임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다.

Fig. 9 The process of calculating normalization

2.3. 하드웨어 구현 결과

제안하는 하드웨어는 Verilog HDL로 설계되었고, 
Matlab과 Modelsim으로 검증하였다. FPGA 검증을 위

해 Xilinx 사의 xczu7ev-2ffvc1156을 Target device로 사

용했다.
표 1은 Xilinx 사의 Vivado 프로그램으로 회로를 합

성한 결과이다. CLB Resisters와 CLB LUTs의 하드웨

어 점유율은 각각 0.69%, 1.78%이다. 그리고 하드웨어

의 최대 동작 주파수는 479.616MHz로 4K UHD(3840×
2160) 환경에서 실시간 처리 기준을 만족하였다.

Xilinx Design Analyzer

Device xczu7ev-2ffvc1156

CLB Logic Utilization Available Used Utilization

CLB Registers(#) 460,800 3,191 0.69%

CLB LUTs(#) 230,400 4,096 1.78%

Minimum period(ns) 2.085

Maximum 
Freq.(MHz) 479.616

Table. 1 Summary of Xilinx synthetic result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깊이 맵 추정을 위한 안개 특징

인 변동계수를 기반으로 하는 정규화된 지역적 변동계

수 NLCV를 제안하고, 4K UHD(3840×2160) 크기의 

고해상도 환경에서 실시간 처리 가능한 하드웨어를 구

현했다. 하드웨어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Split 
multiplier를 사용하였고, 실시간 처리를 위해 Parallel 
square rooter와 Parallel divider를 제안하는 하드웨어의 

비트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하드웨어 설계는 

Verilog HDL로 작성되었고 Xilinx 사의 xczu7ev- 
2ffvc1156을 Target device로 FPGA 구현하였다. 성능 

검증을 위해 Xilinx 사의 Vivad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합성한 결과 CLB Registers와 CLB LUTs는 각각 0.69%
와 1.78%의 점유율을 가지고, 479.616MHz의 최대 동작 

주파수를 가짐으로써 4K UHD 환경에서 실시간 처리 

가능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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