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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국가 항만관리 시설은 테러, 밀수, 밀입국, 해양오염감

시, 어업단속, 선박단속, 시설물 유지관리 등 매우 다양

한 업무를 다루고 있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로 인식

되고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연안에서 해무의 

발생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어 해양항만 시설의 감시 및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항만 관제시스템을 위해 실시간으

로 구동되는 GPU기반의 해무제거 기술을 제안한다. 제

안하는 기술은 두 대의 GPU를 이용하여 해무제거 알고

리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Ⅱ. 해무제거 기술 

  해무가 포함된 영상은 아래의 식 (1)과 같은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1,2]. 

                   (1)

여기서 I(x)는 입력된 영상, A는 해무의 밝기 정도를 나

타내며, t(x)는 빛의 전달량(transmission) 으로 빛이 산

란되지 않고 카메라까지 도달된 정도를 나타낸다. J(x)는 

해무가 제거된 영상이다. 따라서 해무 제거 영상처리는 

입력 영상 I(x)로부터 A, t(x), 그리고 J(x)를 구하는 것이

다. 

  전달 량 반복 정제 과정은 양방향 필터(Bi-lateral 

Filter)를 이용하고, 반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함

수에 비하여 많은 수행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 이 전달량 정제 연산을 Multi-GPU를 사용하고, 

병렬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가속화 하였다.

Ⅲ. 다중 GPU 구현 및 결과  

  그림 1은 다중 GPU를 이용하기 위해 구현 방법을 나

타내었다. 다중 GPU를 이용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비동기 실행과정을 둘(kernel load, synchronous)로 나누

었다. 또한 OpenMP를 이용하여 호스트에서도 쓰레드 

둘로 나누어 병렬 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호스트의 

첫 번째 쓰레드에서는 각 프레임의 전처리과정 후에 디

바이스 순서대로 데이터를 전송 및 비동기식 실행을 시

작 시킨다. 두 번째 쓰레드는 디바이스의 순서대로 동기

화 동작을 수행하며 기다리다가 동기화가 완료되면 후처

리과정 후에 다음 디바이스의 동기화 동작을 수행한다. 

▶▶ 그림 1. OpenMP와 Multi-GPU를 이용한 

구현 방법

  실험에 사용한 시스템은 Intel i7-3770 CPU와 nVidia 

GTX 680 2대의 GPU를 이용하였고, 480x270[pixel]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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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해양관제 시스템을 위한 해무(sea-fog) 제거 기술을 제안한다. 이 기술은 실시간 동작을 위해GPU(graphic 

processing unit)를 기반으로 운용이 된다. 구현에 사용된 GPU는 nVidia사의 GTX 680으로 두 대의 GPU를 사용하여 실시간 동

작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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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였다. 

  하나의 디바이스로 구현하였을 때는 평균 140[ms]가 

소요되고, 비동기 실행을 추가하였을 경우 평균 81[ms]가 

소요되었으며, OpenMP와 다중 GPU를 이용하여 구현하

였을 때 20[ms] 소요되어 실시간 구동이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해양항만용 CCTV 관제시스템을 위해 

실시간으로 해무를 제거할 수 있는 GPU기반의 해무제거 

기술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술은 두 대의 GPU를 이용

하여 실시간으로 입력영상으로부터 해무를 제거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술은 향후 해양항만, 공항, 고속

도로 등에서 사용되는 관제시스템의 주요기술로 응용 가

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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