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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work is to design a real-time 

reusable image enhancement architecture for video 

signals, based on a spatial processing of the video 

sequence. The VHDL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has been used in order to make possible a top-down 

design methodology. By adding proposed algorithms 

to the LPR(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 the 

system is implemented with reliability and safety on 

a rainy day. Spartan-2E XC2s300E is used as 

implementation platforms for real-time system.

I. 서론 

 경북 학교는 2004년부터 자동차 번호  인식 주차

리 시스템(LPR system)을 도입하여 운 하게 되었다. 

실제 시스템을 운 하며 우천시 획득된 상은 빗방울

에 의한 빛의 반사로 번호  역이 훼손되어 미인식 

는 오인식 되는 경우가 발생하 고, 이러한 상의 

훼손은 특히 시스템의 야간 운 에서 자동차 조등으

로 인하여 더욱 심각하 다. 따라서 우천시 주차 리 

시스템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시스템

의 개선을 필요로 하 다. 이미 시스템은 많은 소 트

웨어 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의 

획득 단계에서부터 실시간을 만족하며 향상된 상을 

얻기 한 하드웨어 가속기(accelerator)의 사용이 요구

되었다. 

 하드웨어 가속기로서 FPGA(Field Programming 

Gate Array)를 선택하게 되었다. FPGA가 과거에는 

복잡한 하드웨어 검증을 목 으로 하드웨어 원형 제작

(prototyping)용으로만 주로 사용되었으나, 근래에는 

공정기술의 발달로 게이트 당 단가가 떨어지고, FPGA 

내부에 메모리나 표  입출력을 한 인터페이스 회로 

등 다양한 특수 기능 블록들을 내장함으로써 단일 칩

으로 시스템 벨의 설계  구 을 소화해낼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량 생산의 내장형 시스템 제품의 

부품으로 직  FPGA가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 으로, 

넓은 비트 수의 피연산자를 사용하는 논리연산이 병렬

으로 요구되는 응용이나, 응용에 따른 맞춤형 데이

터 경로 폭을 필요로 하는 응용 등에서 하드웨어 가속

기로서의 사용이 더욱 효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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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련 연구

2.1 FPGA

 기술 으로 Xilinx FPGAs는 SRAM 디바이스들이다. 

이것은 칩들이 디바이스에 원이 공 된 후에 구성되

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 가능한 로직 블록

들(Configurable Logic Blocks, CLBs)은 Xilinx FPGA

에서 주요한 로직 요소들이다. 각 CLB는 두 가지 부

분들(slices)로 이루어지는데 그것들 각각은 두 개의 

LUT(Look Up Table)과 두 개의 D- 립 롭을 포함

한다. 각 LUT는 하나의 32x1 는 하나의 16x2비트 

동기 RAM으로 사용될 수 있다.실험에 사용된 FPGA

는 Xilinx Spartan-2e 제품군의 XC2S300E[1]를 사용

하 다. XC2S300E는 32x48 크기의 CLBs의 어 이를 

가지는데 이것은 총 6912개의 로직 셀들과 300,000개

의 게이트들로 구성된다. 

 Spartan-2E 시리즈는 블록 램 시스템을 가지는데 이

것은 FIFO 구 들 는 기본 인 RAM 사용과 같은 

제한된 RAM 동작들을 하여 칩의 사용을 허용한다. 

XC2S300E는 98,304 비트의 블록 램을 가진다. CLBs

를 연결하는 것은 상호연결들의 방 한 web이다. 입출

력 능력들은 입/출력 블록들에 의해서 다루어진다. 

Spartan-2E XC2S300E는 329개의 IOBs를 가진다.

2.2 SDRAM (Syncronous Dynamic Random 

Memory)

 SDRAM은 DIMM 소켓이 지어선 패럴  방식으로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 CPU와의 병목 상을 해결해 

 총아로 각 받았다. 하지만 요즘은 CPU의 속도가 

격히 빨라져 133MHz SDRAM으로도 차세  CPU를 

지원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여 히 많은 임

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충분한 성능과 가격으로 선택되

어지고 있다. SDRAM의 간단한 특징으로는 RAS(Row 

Address Strobe)신호와 CAS(Column Address Strobe) 

신호 외에 System Clock(CLK), Clock Enable(CKE), 

Write Enable(WE), Chip Select(CS), DQ Mask(DQM) 

등 동기 신호가 DRAM에 첨가되어 여러개의 연속되는 

데이터가 필요한 상데이터의 경우 제어부가 많이 간

단해진다. 한개의 명령으로 1행 데이터 체를 액세스

하는 버스트(Burst) 근도 가능하다.  여러개의 뱅

크를 두어 행과 열의 어드 스를 액세스하는 시간을 

일 수 있다. 읽을 때는 4사이클(Cycle)이 필요하고 

쓸때는 2사이클의 액세스 시간이 필요한데 두 뱅크의 

데이터를 번갈아 액세스 할 때는 A뱅크의 데이터를 

액세스 할 때에 B뱅크를 활성화 해 으로서 B뱅크 액

세스 시간을 인다. 실험에 사용된 SDRAM은 

MICRON사의 MT48LC8M16LFFF[2] 이며 2Meg x 16 

x 4banks 로 구성된다. 

 SDRAM을 외부 임 버퍼로 사용하기 해서는 

SDRAM을 컨트롤 하기 한 로직을 설계 해야한다. 이 

논문에서는 실 을 한 SDRAM　 컨트롤러로서 

Xilinx사의 어 리 이션 노트[3]를 참고하 다. 참고한  

SDRAM 컨트롤러는 임 버퍼에 합한 풀 페이지 

버스트 모드는 지원하지 않았고 실험을 해 추가시켰

다.

2.3 VHDL ( VHSIC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VHDL은 알고리즘 벨에서 게이트 벨에 이르기까

지 여러 벨에서 시스템을 모델링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하드웨어 기술 언어를 말한다. 모델링 되는 디지

털 시스템은 게이트처럼 간단하거나 완 한 디지털 

자 시스템처럼 복잡할 수 있다. 한 이 디지털 시스

템은 계층 으로 기술될 수 있으며 타이 도 명시 으

로 모델링 될 수 있다.

 VHDL은 디지털 시스템의 병행  는 순차  동작

을 표 할 수 있고 컴포 트의 상호 연결로서 시스템

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한 동일한 구

성 요소를 사용하여 테스트 형을 생성시킬 수 있으

며 하나의 모델 안에서 시스템을 포 으로 기술하기 

해 의 모든 구성 요소가 결합될 수 있다.

 VHDL은 구문과 각 구성 요소에 한 명확한 시뮬

이션 의미도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VHDL로 기술된 

모델은 VHDL 시뮬 이터를 사용하여 검증될 수 있다. 

VHDL은 순차  언어 부분에서 로그래  언어 C와 

유사하다. VHDL은 모델링 분야가 범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종종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나 다

행스럽게도 복잡한 특징을 배우지 않더라도 주요 부분

을 쉽고 간단하게 이해라 수 있으며 부분의 하드웨

어를 설계하는데 충분하다.

III. 상처리 알고리즘을 한 

도우 생성 

 공간  필터처리(spatial filtering)기술[3][4]은 상 내

에서 필터 마스크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진다. FPGA를 

이용한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필터 마스크를 구 하기 

해 3x3 크기의 도우를 선택하 다. 그 구조는 그

림1 과 같다. 3x3 크기의 도우는 가장 흔하게 사용

되는 이미지 크기들에 효과 이며 충분히 큰 것이고 

더 큰 도우를 해서 더 많은 FIFO(Firs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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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out)와 립- 롭들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것

은 사용되는 FPGA 자원들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그림 1. 3x3 도우 생성기

IV. 향상된 상을 한 랭크 오더 필터 

(Rank Order Filter)

 훼손된 야간 상에서 빗물이 반사된 부분의 화소

들은 주  화소 보다 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랭크 오더 필터를 사용한 두

가지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4.1 연속 상 임 랭크오더 필터

 제시하는 시스템 구성의 블럭도는 그림1과 같다. 컨

트롤러는 SDRAM의 리드 단계에서 임 버퍼에 

장된 연속하는 3개의 상을 순차 으로 하나의 라인

씩 읽기 가능하게 구성 한다. 읽 진 과거의 상들과 

재의 상들은 각 상의 동일한 좌표의 값들과 비

교 후 가장 어두운 값을 선택하게 됨으로서, 실시간으

로 장된 여러 상들을 읽으며 간다한 비교 연산만

으로 향상된 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림 2. 임 랭크 오더 필터 (오더=1)

4.2 단일 상 수평방향 랭크 오더 필터

 상에서 빗물이 반사된 부분의 화소들은 주  화

소 보다 밝다는 것과 빗방울이 상에서 빗방울이 움

직이는 방향 즉, 세로 방향으로 치한다는 을 이용

하여 수평방향에 한 랭크 오더 필터를 그림 와 같이 

구 하여 가장 어두운 값을 선택하는 구조를 사용하므

로서 상을 향상할 수 있다.

    

그림 3. 1x3 수평방향 랭크 오더 필터 (오더=1)

 수평방향 랭크오더 필터는 일반 인 도우를 사용하

는 알고리즘과는 다르게 FIFO를 사용하지 않고 구조

도 간단하며 이 라인되어 5클럭 이후 결과 데이터

를 연속 으로 출력한다. 외각 데이터에 한 유효신

호 입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 구성은 카운터를 

이용한 간단한 로직으로 구성 가능하다. 

Ⅴ. 실험결과 

  (a) (b)

 (c) (d)

그림 4. 연속 상 임 랭크 오더 필터; (a), (b), 

(c) 연속하는 3장의 입력 상 (d) 출력 상 

(오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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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그림 5. 단일 상 수평방향 랭크 오더 필터; (a) 입력

상 (b) 3x3 메디안 필터 (c) 3x3 평군

처리 필터 (d) 1x3 수평방향 랭크 오더 필터 

(오더=1) 

VI. 결론 

 VHDL을 이용한 FPGA 기반 이미지 처리의 구 은 

공간 역에서의 많은 알고리즘들이 완벽한 한 장의 

상 획득이 완료되기 이 에 상 데이터의 일부를 받

아들임과 동시에 알고리즘 용이 가능하다.  이미

지 센서의 데이터를 FPGA가 직  입력 받음으로서 

PC환경에서와 같은 범 한 메모리 서 시스템의 

근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상처리를 한 VHDL의 시

스템 모델링은 실험 결과와 시스템 구조 그리고 알고

리즘의 구 단계의 병렬처리, 이 라이닝을 이용하

여 시스템 속도를 향상시킨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알

고리즘들은 부동소수  연산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복잡한 수학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제시하는 알

고리즘 구 에 하드웨어 가속기로서 FPGA가 합하

다는 것을 보여 다. 실험 목표인 우천시 빗물의 간섭

에 한 상의 향상을 한 두가지 경우의 실험에 

해서도 소 트웨어 인 처리에 비해 더욱 효과 인 시

스템을 구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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