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5, No. 6: 813~818, Jun. 2021

FPGA 기반 성능 개선을 위한 CIE1931 색역 변환 알고리즘의 
최적화된 하드웨어 구현

김대운1·강봉순2*

Optimized hardware implementation of CIE1931 color gamut control algorithms 
for FPGA-based performance improvement 

Dae-Woon Kim1 · Bong-Soon Kang2*

1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Electronics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Busan, 49315 Korea
2*Professor, Department of Electronics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Busan, 49315 Korea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 CIE1931 색역 변환 알고리즘의 최적화된 하드웨어 구현 방법을 제안한다. 안개제거 알고리

즘의 후처리 방법 중 비교적 연산량이 적은 기존 알고리즘은 연산 과정에서 Split multiplier를 사용한 큰 비트의 계산

으로 하드웨어 자원 소모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기존 알고리즘의 미리 정의된 2번의 행렬 곱

셈 연산을 하나로 줄임으로써 연산량 감소, 하드웨어 소형화를 실현하였고, Split multiplier 연산을 최적화시킴으로

써 탑재하기에 더욱 효율적인 하드웨어를 구현하였다. 하드웨어는 Verilog HDL 언어로 설계하였고, Xilinx Vivado 
프로그램을 이용한 논리합성 결과를 비교하여 4K 표준 환경에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성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2
가지 FPGA에서의 탑재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하드웨어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optimized hardware implementation method for existing CIE1931 color gamut control algorithm. 
Among the post-processing methods of dehazing algorithms, existing algorithm with relatively low computations have the 
disadvantage of consuming many hardware resources by calculating large bits using Split multiplier in the computation 
process. The proposed algorithm achieves computational reduction and hardware miniaturization by reducing the 
predefined two matrix multiplication operations of the existing algorithm to one. And by optimizing the Split multiplier 
computation, it is implemented more efficient hardware to mount. The hardware was designed in the Verilog HDL 
language, and the results of logical synthesis using the Xilinx Vivado program were compared to verify real-time 
processing performance in 4K environments. Furthermore, this paper verifies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hardware 
with mounting results on two FP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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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사물 인식 성능이 중

요해지고 있다. 카메라는 자율주행에서 사물 인식의 매

체로 사용된다. 하지만 안개 등의 악천후에서는 촬영 영

상의 가시성이 떨어져 인식률이 낮아진다. 사물 오인식, 
미인식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생명에 직결되는 문

제이다. 따라서 안개 제거 알고리즘 연구는 필수적이고,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1-5].

안개 제거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가시성이 향상된 출

력을 얻을 수 있지만 물체의 실제 색상이 왜곡되고, 본
래 밝기보다 어두워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은 후

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 또한 계속되고 있고, 예시로 Gamma correction, 
Retinex, CIE1931 색역 변환 알고리즘이 있다[6-8]. 
Gamma correction은 밝기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반응하

는 인간의 시각에 맞게 Gamma 정보를 보정하는 방법이

고[6], Retinex는 영상과 주변 함수들의 컨볼루션을 통

해 조명 성분을 보정하는 알고리즘이다[7]. CIE1931 색
역 변환 알고리즘은 안개 제거 결과 왜곡된 색상 개선을 

위해 CIE1931 색 좌표계의 XYZ 좌표를 이용한다[8]. 
이 방법은 단순 행렬 곱셈만으로 색상을 개선한다. 따라

서 소개한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연산이 적기 때문에 사

용을 제안한다.
기존 CIE1931 색 좌표계 변환 알고리즘의 RGB to 

XYZ, XYZ to RGB을 위한 행렬 연산에는 큰 비트 수의 

사용으로 인한 연산속도 저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Split 연산을 이용한다. Split 연산은 비트를 나눠 계산하

여 속도 저하 문제를 보완하지만 많은 자원 사용으로 인

해 거대화의 단점이 있다. 자율주행을 위한 카메라에 탑

재하려면 제한된 하드웨어 공간에서 안개 제거와 후처

리 알고리즘을 하드웨어로 모두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Split 연산을 많이 사용할수록 후처리 하드웨어

는 커지므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알고리즘의 Split 연산을 줄여 하

드웨어를 소형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

리즘은 기존 알고리즘의 미리 정의된 R2X, X2R 행렬 

연산을 하나로 합쳐 연산량을 줄였고, 기존 Split 
multiplier를 최적화하여 더욱 소형화된 하드웨어를 구

현하였다. Verilog HDL을 이용하여 설계된 코드를 하

드웨어로 구현하기 위해 Xilinx사의 xc7z045-2ffg900를 

Target device로 설정하였고, 구현 결과를 기존 하드웨

어와 비교하였다. 또한, Xilinx사의 xzcu7ev-2ffvc1156
를 사용하여 Target device에 따른 하드웨어 구현 결과

를 비교하였고 Split multiplier 최적화 여부에 따른 구현 

결과 또한 비교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과 제안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하드웨어 설계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4장
에서 하드웨어 구현 결과를 설명하고 5장에서 결론을 

서술한다.

Ⅱ. CIE1931 색역 변환 알고리즘

2.1. CIE1931 xyz 좌표계

RGB 자극치는 사람의 시신경에 분포된 원추세포가 

자극을 느끼는 파장에 따라 달라지며 항상 양의 값을 가

져야 한다. 실제로는 일부 파장에서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극치가 양의 값이 되도록 수

식을 변형하여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 점을 개선하여 

RGB가 수학적으로 변형된 x, y, z 자극치를 새로운 좌

표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CIE1931 xyz 색 

좌표계가 정의되었다.

Fig. 1 CIE1931 Chromaticity Diagram

그림에서 x는 Red, y는 Green을 의미하며 표시되지 

않은 z는 Blue를 뜻한다. 각각은 전체 색 표현 중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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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므로 세 좌표값의 합은 1이다. 따라서 x와 y 좌표

값을 알면 z의 값 또한 알 수 있으므로 그림 1과 같이 x, 
y 좌표만을 표기한다. 전체 말굽모양은 CIE1931 색 좌

표계에 의해 표시 가능한 모든 색상의 범위를 표현한 것

이고, 내부의 삼각형은 디스플레이 색역을 의미한다. 그
림에 표시된 Red, Green, Blue는 색역의 xyz 극점을 의

미하는데 이는 각 색역마다 미리 정의되어 있다.

2.2. 기존 CIE1931 색역 변환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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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알고리즘의 연산은 RGB to XYZ, XYZ to RGB
의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입력 디스플레이 색역은 

Measurement, 출력 디스플레이 색역은 Target이라 칭한

다. 각 수식에서 사용되는 R2X, X2R Matrix는 3×3 크기

의 색역 변환 계수이다. 각 Matrix 계산에는 Measurement, 
Target의 색 영역별 RGB의 극점과 white point가 사용

된다. 위 내용은 미리 정의되었기 때문에 극점 정보가 

주어진다면 모두 알고리즘으로 연산 가능하다. 아래는 

알고리즘의 색상 개선 결과이다.

Fig. 2 Color Correction with CIE1931 Color Gamut 
Control Algorithm

(a) Measurement (b) Target

Fig. 3 CIE1931 Color Gamut

그림 2의 (a)는 안개영상, (b)는 안개제거 알고리즘[9]
을 이용해 안개를 제거한 Measurement 영상, (c)는 기존 

알고리즘으로 색상을 보정한 Target 영상이다. 그림 3의 

(a)는 Measurement의 색역을, (b)는 Target과 

Measurement의 색역을 비교할 수 있게 표시하였다. 그
림 2를 통해 Measurement에서 Target 변환 시 색 표현이 

비교적 다양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그림 3과 비

교하여 전체 색 분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3. 제안하는 CIE1931 색역 변환 알고리즘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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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알고리즘의 R2X, X2R Matrix 연산에는 미리 정

의된 계수와 연산이 사용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두 

행렬 연산을 미리 계산하여 하나의 3×3 계수

()로 통합하였고, 한 번의 행렬 곱셈만으로 

색역을 변환시킨다. 수식적으로의 차이는 곱셈 한 번이

지만, 이는 하드웨어 구현 시 큰 의미를 가진다.
곱셈에 사용되는 계수는 행렬 당 9개의 소수들이다. 

기존 알고리즘의 경우 두 개 행렬을 사용하므로 총 18개
의 계수를 사용한다. 따라서 한 번의 행렬 곱셈 차이로 

인해 많은 연산량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하드웨어에서 

소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비트 수를 사용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계수가 줄어들면 연산에 사

용되는 비트 수가 줄어든다. 따라서, 제안하는 알고리즘

은 전체 연산량을 감소시켜 하드웨어 자원 감소로 인한 

소형화, 연산 고속화 등의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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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하드웨어 설계

3.1.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하드웨어 설계

제안하는 하드웨어는 기존 두 번의 행렬 곱셈을 미리 

연산하여 한 번의 곱셈만으로 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

였다. 기존 R2X, X2R Matrix의 연산에는 두 번의 행렬 

연산을 위해 18개의 16bit control register가 사용되었지

만, 제안하는 하드웨어에는 9개의 19bit control register
만 사용하여 색역을 변환하였다. 두 하드웨어는 공통적

으로 큰 비트의 계산 시 발생하는 Critical path를 방지하

기 위해 Split 연산을 사용한다. 특히 승수와 피승수의 

비트를 나눠 따로 곱셈 연산 후 결과를 모두 더하는 Split 
multiplier가 주로 사용된다. 제안하는 하드웨어는 연산 

과정 자체를 줄임으로써 사용된 Split multiplier를 줄여 

하드웨어를 소형화시켰고, 큰 비트 수의 연산과 사용 빈

도를 줄임으로써 속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 Split 
multiplier 구조를 최적화시켜 하드웨어 자원 사용량을 

더욱 감소시켰다. 

3.2. Optimized Split multiplier

Fig. 4 Optimized Split multiplier

그림 4는 기존 Split multiplier 연산과 최적화된 연산 

방법에 대해 나타냈다. 기존 방법은 곱셈을 4개 부분으

로 나누고 시프트, 덧셈을 반복하여 결과를 얻어내는 반

면, 최적화된 방법은 MSB부터 일정 비트만 남겨 두고, 

나머지 비트는 LSB부터 반올림하여 Carry를 넘겨주는 

식으로 연산이 진행된다. 기존 하드웨어는 승수와 피승

수의 모든 비트를 다 계산하기 때문에 8bit과 19bit을 연

산하는 경우 27bit이 되고, 이후 floor 작업을 통해 17bit
으로 잘라낸다. 하지만 최적화된 방법의 경우 연산 과정

에서 필요한 비트 수만큼 잘라 계산하기 때문에 원하는 

비트 크기의 출력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하지 않

은 비트까지 계산하는 기존 연산에 비해 최적화된 방법

은 필요한 비트만 계산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개선된 

하드웨어는 기존의 제안하는 하드웨어에서 사용된 Split 
multiplier 18개, Split adder 6개의 연산을 최적화된 Split 
multiplier 9개와 기본 덧셈기 6개만 사용하도록 수정하

였다. 최적화된 Split multiplier는 기존 연산에 비해 계

산 과정에서 큰 비트를 계산하기 때문에 속도는 줄어들

지만, 하드웨어를 더욱 소형화시킬 수 있어 효율적이다.

Ⅳ. 하드웨어 구현 결과

4.1. 논리합성 결과

제안하는 하드웨어는 FPGA 탑재 시 4K UHD 표준

(3840×2160) 환경에서 실시간 처리를 위해 Xilinx 사의 

Vivad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논리합성을 진행하였다. 
아래는 표 1부터 순서대로 기존 알고리즘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하드웨어 성능[10], Xilinx 사의 2가지 

FPGA인 xc7z045-2ffg900, xzcu7ev-2ffvc1156을 Target 
device로 설정했을 때의 성능, 제안하는 하드웨어 구현

에 기존 Split multiplier와 최적화된 방법을 사용했을 때 

성능을 비교한 표이다. 표 1을 통해서 제안하는 하드웨

어는 기존 대비 성능은 동일하지만 Register 사용량 

77.6%, LUT 사용량을 66.4% 감소시킨 점을, 표 2에서

는 2가지 Target FPGA device 모두 탑재 시 동작이 가능

하며 4K UHD 표준 환경에서 38.08fps, 60fps로 모두 실

시간 처리가 가능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서는 제

안하는 하드웨어 구현에 기존 Split multiplier를 사용했

을 때보다 최적화하였을 때 속도는 감소했지만 Register
가 28.9% 감소하고, LUT는 37.6% 감소하여 하드웨어

를 더욱 소형화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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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Synthetic Result between 
Previous and Proposal Hardware using xc7z045-2ffg900

Xilinx Design Analyzer using Vivado

Device xc7z045-2ffg900

Design Previous HW Proposal HW

Logic Utilization Available Used Util. Used Util.

Registers (#) 437,200 4,425 1.01% 991 0.23%

LUTs (#) 218,600 7,058 3.23% 2,372 1.09%

Min period (ns) 3.165 3.166

Max Freq. (MHz) 315.956 315.856

Table. 2 Comparison of Proposal Hardware Synthetic 
Result between FPGA device

Xilinx Design Analyzer using Vivado

Device xc7z045-2ffg900 xzcu7ev-2ffvc1156

Design Proposal HW

Logic Utilization Available Used Available Used

Registers (#) 437,200 991
(0.23%) 460,800 994

(0.22%)

LUTs (#) 218,600 2,372
(1.09%) 230,400 2,077 

(0.90%)

Min period(ns) 3.166 2.010

Max Freq.(MHz) 315.856 497.325

Table. 3 Comparison of Synthetic Result based on the 
Use of Optimized Split multiplier

Xilinx Design Analyzer using Vivado

Device xzcu7ev-2ffvc1156

Design Proposal HW Optimized HW

Logic Utilization Available Used Util. Used Util.

Registers (#) 460,800 994 0.22% 707 0.15%

LUTs (#) 230,400 2,077 0.90% 1,297 0.56%

Min period(ns) 2.010 2.119

Max Freq.(MHz) 497.325 471.921

* The EDA tool was supported by the IC Design Education Center.

4.2. FPGA 탑재 결과

제안하는 하드웨어를 앞서 언급한 2가지 FPGA에 탑

재하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SoC 평가 보드 ZC706, 
ZCU106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모두 정상적으로 동작

하였다. xc7z045-2ffg900이 탑재된 ZC706 보드의 결과

는 이전에 제시하였고[10], 그림 5는 Zynq UltraScale+ 
MPSoC 시리즈의 xzcu7ev-2ffvc1156이 탑재된 ZCU106 

보드에서의 실행 결과이다. MFC로 제작한 플랫폼을 이

용하여 Platform control 부분에서 이미지, 영상을 입·출
력했고, Algorithm control 부분에서 Control register 값
을 조절하여 색역 변환 결과를 확인하였다.

Fig. 5 SoC Evaluation Board Implementation using 
ZCU106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CIE1931 색역 변환 알고리즘의 

Split 연산을 줄여 소형화, 고속화된 하드웨어를 제안하

였다. 또한, 제안하는 하드웨어를 2가지 FPGA에 탑재

하여 성능을 검증하였고, 제안하는 하드웨어에서 기존 

Split 연산을 최적화했을 때 FPGA 탑재 결과를 확인하

였다. 제안하는 하드웨어는 기존 대비 동일 속도를 유지

하며 자원 사용량을 약 70.7% 절약하였고, 최적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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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it multiplier를 사용한 경우 최적화 이전에 비해 

34.8%를 추가로 절약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하드웨어

의 FPGA 동작 검증을 위해 Zynq 시리즈 SoC 평가보드

인 ZC706, ZCU106을 사용하였고, 두 개 보드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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