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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를 장착한 고가의 모바일 제품들이 확산되면서 중간값 필터에 기반을 둔 잡음 제거 필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초박형 카메라에 내장된 이미지 센서의 물리적인 수광부 면적이 줄어듦에 따라 이미지 센서의 SNR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상의 해상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잡음제거 필터는 초고속으로 동작해야한다. 따라서잡음 제거

필터의 핵심 기능인 중간값 필터는 높은 동작주파수에서도 효과적으로 동작해야 한다. 초고속으로 동작하는 필터를 하드웨어

로 구현하려면 입출력 간의 물리적 지연시간을 클럭의 주기 단위로 나누어서, 시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파이프라인

구조를 가져야한다. 파이프라인단계는많은 비용이소모되는레지스터로구현되므로파이프라인 단계를줄이는것이 바람직

하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부터 출력까지의 물리적 지연시간이 데이터의 수에 비례하는 기존의 중간값 필터와 달리, 데이터

수의 로그값에 비례하는 중간값 필터의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한 중간값 필터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데이터 집합에서의

중간값은 자신보다 큰 원소의 수와, 작은 원소의 수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하며, 버블 정렬 구조에 기반을 둔 중간값 필터에

비해서 같은 동작주파수에서의 게이트 수가 25.3% 줄어든다. 중간값 필터는 잡음제거나 위색제거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안한 구조의 중간값 필터는 초고속으로 동작하는 이미지 신호 처리기의 효과적인 구현에 적합하다.

1. 서론

모바일 카메라에서도 10 MP 이상의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가 보

급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 카메라에서의 이슈는 해상도 경쟁이 아니

라 전통적인 화질경쟁으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고속촬영이나 저조도

에서의 촬영이 보편화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고품질의 영상을 획득

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포토다이오드 구조의 이미지 센서에서는 CCD(Charge Coupled

Device), CIS(CMOS Image Sensor)와 같은 종류와 상관없이 광량에

정비례하는 영상 신호를 생성한다[1]. 따라서 고속촬영 시에는 노출

시간의 절대값이 줄어듦으로써광량이 줄어들고, 저조도에서는광원으

로부터의 절대적인 광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가 표현할 수

있는 신호의 절대값이 작아진다. 따라서 낮은 SNR(Signal to Noise

Ratio)을 가지게 되는데, 신호의 수준을 정상 조도에서와 유사한 수준

으로증폭하게되면, 잡음도같이증폭되기때문에저조도환경에서촬

상한 영상에서는 잡음이 더욱 부각되어, 낮은 화질을 가지게 된다.

중간값 필터(median filter)는 영상에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된 비선형 신호기법의 하나이다[2]. 그러나 중간값 필터만을 이용

하여 잡음을 제거하면윤곽선도 뭉개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윤곽선

을 보존하면서도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bilateral 필터[3]나

trilateral 필터[4] 등이 제안되어 높은 잡음 제거 효과를 보여주고 있

다. 이외에도새로운잡음제거기술이 개발되어오고있으나, 잡음제거

에있어서가장기본적인도구가중간값필터라는것에는이견이없다.

따라서 효과적인 잡음 제거 필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간값 필터의

효과적인 구현이 선행되어야 함은 명백하다.

소프트웨어로 중간값 필터를 구현할 경우에는 하나의

ALU(Arithmetic Logic Unit)를 순차적으로 재사용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연산량자체를줄이는것이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로 구현할 경

우에는병렬 연산을 가급적 유도하여, 연산결과를얻는데소요되는 물

리적인시간을줄이는것이중요하다. 또한이미지센서의해상도와프

레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값 필터는 대규모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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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할 수 있도록 높은 동작주파수에서도 동작해야 한다. 초고속으로

동작하는 필터를 하드웨어로 구현하려면 입출력 간의 물리적 지연시

간을 클럭의 주기 단위로 나누어서, 시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파이프라인 구조를 가져야한다. 파이프라인 단계는 많은 비용이 소모

되는 레지스터로 구현되므로 파이프라인 단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부터 출력까지의 물리적 지연시간이 데이터의

수에비례하는기존의중간값필터와달리, 데이터수의로그값에비례

하는중간값필터의구조를제안한다. 제안한중간값필터는서로다른

값을가지는데이터집합에서의중간값은자신보다큰원소의수와, 작

은 원소의 수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제안한 중간값 필터는 낮은

수의 파이프라인 단계에서도 고속 동작이 가능하므로, 초고속으로 동

작하는 이미지 신호처리기(ISP: Image Signal Processor)의 효과적인

구현에 적합하다.

2. 본론

2.1. 거품 정렬에 의한 중간값 계산

거품정렬(bubble sort)[5]은 가장 기본적인정렬알고리즘이며 인

접한 2 데이터간의 정렬을 병렬로 수행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하드웨어

구현이 용이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그림 1은 5개의 데이터를 거품 정

렬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정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4개의 숫자가 내

재된사각형블록은비교정렬기로써 2개의입력을받아서최대값과최

소값을 각각 출력하며, 이는 1개의비교기와 2개의 멀티플렉서로 구성

된다. 숫자가 1개 있는 정사각형은 레지스터를 의미한다.

그림 1. 거품 정렬에 의한 데이터 정렬 사례.

Fig. 1. Exemplary bubble sorting.

그림 1과 같은거품 정렬을병렬로 수행할경우, N개의각데이터

는 다른 데이터와 N-1번의 비교연산을 병렬로 수행하게 된다.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필요한비교정렬기의 수는 (N2-N)/2이다. 그러나 모

든 데이터를 정렬할 필요는 없으므로, 거품 정렬에 기반을 둔 중간값

필터는 그림 2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그림 2. 거품 정렬에 기반을 둔 중간값 필터

Fig. 3. Median filtering based on bubble sorting.

그림 2에서 5개의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 중간값을 계산하기 위해

서는 최대 5개의 비교정렬기를 순차적으로 동작시켜야한다. 비교정렬

기의 입출력 지연시간은 비교기 지연시간과 멀티플렉서 지연시간의

합이되며, 이 시간이고정되어있다고가정한다면중간값연산을위해

서 필요한 입출력 지연시간은 데이터의 집합의 크기에 정비례하게 된

다. 만약 필터링을 수행해야하는 데이터 집합이 커지면, 입출력 간의

지연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나서 고속 동작이 어려워진다.

디지털 하드웨어에 적용되는 클럭의 주기는 입출력간의 최대 지

연시간, 레지스터간의 최대 지연시간, 입력과 레지스터간의 최대 지연

시간, 레지스터와출력간의최대지연시간중에서가장큰값보다커야

한다. 입출력간의 지연시간이 클 경우에는 클럭의 주파수를 낮아지는

데, 이 경우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적어지므로 고해상

도 영상을 처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대용량의 영상 데이터를처리하

려면 입력과 출력 사이에 여러 단계의 파이프라인 레지스터들을 삽입

하여 레지스터, 입력, 출력 간의 최대지연시간을 충분히 낮춰야만 한

다. 그림 3은 중간에 파이프라인 레지스터가 삽입된 중간값 필터의 구

조를나타낸다. 레지스터간에삽입될수있는비교정렬기는목표동작

주파수나 제조 공정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만, 그림 3에서는 3개의

비교정렬기를 통과한 후에 파이프라인 레지스터를 삽입했다.

그림 3. 파이프라인 구조의 거품 정렬에 기반을 둔 중간값 필터.

Fig. 3. Pipelined median filter based on bubble sorting.

데이터가 많아서 파이프라인 단계가 길어질 경우, 중간에 삽입되

는 파이프라인 레지스터가 차지하는 비용이 전체 중간값 필터 구현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동작 주파

수를 높이게 되면 파이프라인 레지스터를 더욱 조밀하게 삽입해야 하

므로, 이로 인한 비용은 더욱 증가한다.

중간값 필터에 기반을둔 잡음제거 필터의 효용성이 증가하는경

우는, 스마트폰과 같이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를 장착한 고가의 모바일

제품들이다. 카메라 모듈 자체를 초박형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의수광부영역이작아질수밖에없고, 이로 인해서센서가받아들

이는 신호의크기는 작아지게된다. 따라서 잡음제거 필터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다루는 영상의 해상도가매우 높으므로잡음제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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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초고속으로 동작해야만 한다. 즉 파이프라인 레지스터를 조밀하

게 삽입할 필요성이높아지므로, 중간값 필터를 설계하려면 이런 관점

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2.2. 낮은 지연시간을 가지는 중간값 필터

일례로서 {15, 1, 8, 3, 2, 11, 5, 9, 20}과같이 9개의 데이터가주어

졌을 때, 중간값은 8이다. 이 때 각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들과 비교하

여같거나 큰데이터의수를계수하면, {1, 8, 4, 6, 7, 2, 5, 3, 0}이된다.

만약 어떤 데이터가 중간값이라면 자신보다 같거나 큰 데이터의 수는

4 이상이 될것이다. 이 수치가커질수록중간값에서 멀어지고, 낮을수

록 중간값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이런조건을만족시키는, 즉 4보다큰

값 {8, 4, 6, 7, 5}중에서 가장 작은 값 {4}을 야기하는 데이터가 바로

중간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개의 데이터가 주어질 때, 상기

처리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ind the NxN difference array with given data set {x[i]}

   ≥  ≤  ≤

∙Find the "greater than or equal to" count

 
 



 ≤ ≤

∙Find the median value x[iM] by

  arg ≥
 

제안한 알고리즘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하

드웨어로 구현하기 용이한 수학적 형태를 가진다. 그림 3은 5개의 데

이터에 대한 중간값 필터의 하드웨어 블록도이다.

그림 4. 제안한 중간값 필터의 하드웨어 구조.

Fig. 4. The hardware architecture of the proposed median filter.

5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중간값을 찾기 위해서 20(=5x4)개의 비교

기가필요하며, 이들은상호 간에의존성이없으므로동시에 계산된다.

비교연산의 결과는 1이나 0로 출력되며, 이 값들을 더해서 자신보다

같거나 큰 데이터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non-zero

counter로 표기되어 있는, Non-zero 계수기의 하드웨어 구조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는 8개의 데이터 입력을 가정했으며, 이는 4개의

데이터 입력에 대한 구조는 지나치게 단순하기 때문이다.

그림 5. Nonzero 계수기 구조.

Fig. 5. The hardware architecture of the non-zero counter.

최소값을 가지는 인덱스를 찾는 것이 최종 단계이다. 그림 6은 데

이터 집합 중에서 최소값을 가지는 데이터의 인덱스를 계산하는 하드

웨어 구조이다.

그림 6. 5개의 데이터에 대한 최소값 인덱스 계산 하드웨어 구조.

Fig. 6. The hardware architecture for selecting the index having

the smallest value among 5 input data.

최소값에 대한 인덱스 결정 하드웨어로 입력되는 데이터는 영상

데이터가 아니라, 자신보다 큰 데이터의 수를 나타내므로 비트폭은

⌈log⌉로 결정된다. 따라서 최소값 인덱스를 찾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교기의 데이터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하드웨어 구현 시 많

은 지연시간을 야기하지 않게 된다. 일례로 27개의 입력에 대해서 중

간값 계산을 할 경우, 데이터폭은 5비트가 된다.

주어진 N개의데이터로부터최소값을구하는 하드웨어는여러단

계의 비교기를 순차적으로 구동해야하는데, 단계의 수는 ⌈log⌉

이 된다. 따라서거품정렬에 의해서 필요한단계의수 N에비해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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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n filter False-color filter

Bubble sorting 58K 160K

Proposed sorting 43K 127K

게줄어들게되므로, 고속 동작을위해서삽입해야하는파이프라인단

계의수도역시줄어들어서하드웨어구현비용을절감하게된다. 그림

7은 8개의데이터에대한 최소값인덱스계산 하드웨어 구조를나타낸

다.

그림 7. 8개의 데이터에 대한 최소값 인덱스 계산 하드웨어 구조.

Fig. 7. The hardware architecture for selecting the index having

the smallest value among 8 input data.

3. 결론

본논문에서는제안한중간값필터는적응적으로 9x3 혹은 3x9 커

널을 가지는 위색(false-color) 제거 필터에 적용하였다. 중간값 필터

는 27개의 데이터로부터 중간값을 선택해야한다. 27개의 입력을 가지

는중간값필터를 0.18um CMOS 공정에서 166 MHz를목표 주파수로

해서 2가지방식으로각각 구현했다. 첫번째방식은거품정렬 방식에

기반을둔일반적인구조이고, 두번째방식은제안한알고리즘에의한

구조이다. 표 1은각 방식에 의한 중간값필터의 게이트 수와, 이를 적

용한 위색 제거 필터의 게이트 수를 비교한 것이다.

표 1. 제안한 하드웨어의 게이트 수 비교.

Table 1. Gate count comparison of the proposed hardware.

제안한 중간값 필터는 버블 정렬 구조에 비해서 같은 동작주파수

에 게이트 수가 25.3% 줄어든다. 이를 적용한 위색 제거 필터의 게이

트 수는 20.6%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있다. 이와 같은 하드웨어 비용

의 절감은 파이프라인 레지스터의 사용량이 적기 때문이며, 고속으로

동작할 필요가 없어서 파이프라인 레지스터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

는상대적인이득은크지않다. 그러나잡음제거필터의필요성은이미

지 센서의 해상도가 증가할수록 더 높아지므로, 제안한 구조의 중간값

필터는 초고속으로 동작하는 이미지 신호 처리기(ISP: Image Signal

Processor)의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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