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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고속 및 고인식률의 성능을 갖는 영상인식 엔진 구조를 제안한다. 본 엔진은 2단계의 특징점 추출 및 분류 알고리즘

을 수행하여 자동차와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다. 엔진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HOG 특징점 값과 LBP 특징점 값을 같이 사용하여 알

고리즘을 구성하였으며,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병렬 구조를 개선하여 하드웨어를 설계하였다. 실험결과를 통해 설계한 엔진이 초당

90프레임의 인식 처리가 가능하며 FPPW 10-4 하에서 97.7%의 보행자 인식률을 가짐을 보인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 advanced hardware engine architecture for high speed and high detection rate image recognitions. 
We adopted the HOG-LBP feature extraction algorithm and more parallelized architecture in order to achieve higher detection rate 
and high throughput. As a simulation result, the designed engine which can search about 90 frames per second detects 97.7% of 
pedestrians when false positive per window is 10-4.

Keyword : intelligent vehicle, vision engine, vehicle recognition, pedestrian recognition

I. 서 론

최근 북미에서 후방 카메라 탑재 의무화가 발표되는 등, 

자동차 분야에서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져

가고 있으며, 지능형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 및 보행자 인식

과 관련하여 영상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은 부분적으로 가려진 보행자에 대한 알

고리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에서도 보행자에 대한 인

식률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3], [4], [5], [6] 등에

서는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 개선 연구를 수행

하였으나, 이 연구들은 PC상에서의 알고리즘 수행에 대한

연구들이다. 영상인식 알고리즘의 임베디드 시스템 적용을

위한 하드웨어 설계와 관련하여서는 [7], [8]과 같은 연구들

이 있으나 인식률과 전체 인식 하드웨어에 대한 통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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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EC사 IMAPCAR2의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IMAPCAR2 of NEC

(a) EyeQ (b) EyeQ2

그림 1. Mobileye사 EyeQ와 EyeQ2의 블록도
Fig. 1. Block diagrams of EyeQ and EyeQ2 of Mobileye

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기존에 연구되어 오던 자동차, 보행자 인식 알고리즘

들이 시스템에 적용되어 개발된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Mobileye사의 EyeQ 시리즈[9]와 Renesas사의 IMAPCAR
시리즈[10]가 있다. 그림 1은 EyeQ 시리즈의 블록도를 보여

준다. EyeQ 시리즈는 인식전용엔진을 기반으로 영상인식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먼저 그림 1(a)는 EyeQ 시리즈의 첫

제품인 EyeQ의 블록도를 보여주며, 영상인식을 위한 전용

엔진인 VCE(Vision Computing Engine) 코어 4개를 탑재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후, 그림 1(b)와 같이 영상인식

전용엔진의 개선과 함께 병렬 프로세서인 VMP(Vector 
Microcode Processor)를 추가하고, 클럭 속도를 향상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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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VE (b) EVE2

그림 3. EVE와 EVE2의 영상인식 알고리즘 수행 구조 비교
Fig. 3. Comparison of Vision algorithm processes of EVE and EVE2

EyeQ2가 개발되었다.
그림 2는 IMAPCAR 시리즈의두번째버전인 IMAPCAR2

의 블록도를 보여준다. IMAPCAR 시리즈는 인식전용엔진

을 기반으로 한 EyeQ 시리즈와는 병렬 프로세서를 기반으

로 대용량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상인식

알고리즘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IMAPCAR는 SIMD 
(Single Instruction Stream Multiple Data Stream) 제어 방

식의 병렬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IMAPCAR2에서

는 이 병렬 프로세서가 MIMD(Multiple Instruction Stream 
Multiple Data Stream) 제어 방식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그 연산 효율을 높였다.
하지만, EyeQ 시리즈와 IMAPCAR 시리즈의 자료들에

서는 처리속도와 인식률, 알고리즘의 처리 구조 등과 관련

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상인식을 위

한 임베디드 시스템 연구 및 구현에 활용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자동차에서의 응용을

고려하여 자동차와 보행자에 대해 높은 인식률과 함께 빠

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던 ETRI Vision Engine 

(EVE)[11]
을 개선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지능형 자동차용 영

상인식 임베디스 시스템 연구 및 개발의 바탕을 제공하고

자 한다.

II. ETRI Vision Engine version 2(EVE2)

기존 개발된 EVE는 Haar 특징점 추출 및 Adaboost 특징

점 분류 알고리즘
[12]

과 HOG (Histograms of Oriented 
Gradients) 특징점 추출 및 SVM(Support Vector Machine) 
특징점 분류 알고리즘

[13][14]
을 기반으로 영상인식 처리를

수행한다. 칩으로 제작한 결과 200MHz로 동작하면서 초당

45프레임의 VGA 크기 영상을 처리할 수 있으며, FPPW 
(False Positive Per Window)가 10-4

인 기준에서 자동차는

99.3%, 보행자는 91.7%의 인식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EVE는 자동차와 보행자에 대해 동시에 처리가 불가능하

여, 자동차와 보행자를 모두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식 알고

리즘 수행을 위한 학습결과 데이터를 매번 재설정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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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VE2 하드웨어 구조
Fig. 4. Hardware architecture of EVE2

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45프레임의 처리만으로는 두 개 이

상의 카메라에 대한 실시간 처리가 불가능하다. EVE2에서

는 이러한 EVE의 단점을 개선하여 그 처리속도와 인식률

을 높이고, 2종 대상 동시 인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1. 고속 병렬처리 영상인식 엔진 구조

그림 3은 EVE를 개선하여 개발된 EVE2(ETRI Vision 
Engine version 2)의 영상인식 알고리즘 수행 구조를 EVE
의 수행 구조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EVE2는 EVE에서의

다소 낮은 보행자 인식률의 개선을 위하여 인식대상 판별

과정 중 2차 인식 알고리즘 수행에서는 [1]의 논문과 같이

HOG 특징점 추출과 함께 LBP(Local Binary Pattern) 특징

점 추출 알고리즘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또한 자동차와 보

행자를 동시에 인식하기 위해서 보행자 판별 하드웨어와

자동차 판별 하드웨어를 병렬로 구성하였다. 다만 영상 크

기 변환, 인식 윈도우 추출은 자동차와 보행자에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하드웨어로 구성하였다.
그림 4는 EVE2의 하드웨어 구조를 보여 준다. 기존 EVE

와의 가장 큰 차이는 LBP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에 대한

처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추가된 블록은 그림

에서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LBP 특징점 추출과 관련

된 하드웨어는 HOG 특징점 추출 관련 하드웨어와 병렬로

수행되도록 구성하였으며, 각 SVM 분류기의 결과는 제어

기에서 한꺼번에 판단하여 HOG-LBP 알고리즘 결과를 도

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각 SVM 분류기의

결과를 개별적으로 최종 판단에 사용함으로써 LBP 알고리

즘을 Haar-Adaboost, HOG-SVM에 이은 3차 단계의 인식

알고리즘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고리즘 구성

의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자동차와 보행자의 동시인식 처

리를 위해서는 처리속도 저하를 막기 위해 자동차와 보행

자에 대한 각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 및 분류 알고리즘 처리

하드웨어를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다만 영상 축소기와

Haar 윈도우 버퍼는 자동차와 보행자에 대한 구분 없이 하

나로 구성하였다.
EVE2에서는 자동차 인식을 위한 윈도우 크기는 32x32 

픽셀, 보행자 인식을 위한 윈도우 크기는 32x64 픽셀을 사

용하였다. 이렇게 구성할 경우 더 큰 윈도우 크기에 비해

인식률은 다소 저하되지만, 보다 먼 거리의 대상을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하드웨어절감에도 유리하다. 예
를 들어 가로화각이 35도인 VGA 카메라를 사용하였을 경

우 39m 거리에 있는 185cm 키의 보행자는 영상에서 48 픽
셀의 높이로 나타난다.
영상 축소기는 외부 메모리에 저장된 원본영상을 32x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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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정규화 연산 지연 하드웨어 최적화
Fig. 5.  Hardware optimization by delayed normalization

픽셀 단위로 읽어 64x480 픽셀 크기의 메모리에 저장하여

이를 20% 단계로 축소하는 과정을거치며 각 축소된 이미

지는 영상 축소기 내부에 각각 저장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원본크기의 이미지와 축소된 이미지는 윈도우 버퍼

로 이동되면서 인식에 활용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EVE2
는 입력영상의 가로폭에 대한 제한이 없이 인식이 가능하

여, 다수개의 카메라 영상을 합성한파노라마영상에 대한

인식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Haar 특징점 추출을 위해서 Haar 윈도우 버퍼에는 누적

영상이 계산되어 저장된다. 이때 4x4 픽셀 블록에 대한누

적영상(Integral Image)을 사용하는 경우 보행자 인식을 위

한 윈도우의 누적영상은 8x16 크기가 사용되지만, 다음 위

치의 윈도우에 대해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전 픽셀

의누적값을 저장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Haar 윈도우

버퍼는 8x17로 설계되었다. 또한 이 Haar 윈도우 버퍼는

자동차 인식과 보행자 인식에 동시에 사용된다. Haar 특징

점 추출기는 Adaboost 메모리에서 각 Haar 필터의 크기, 
위치, 종류에 대한 정보를따라 연산을 수행하며, Adaboost 
분류기는 Haar 필터 결과를 가지고 해당하는 약분류기 연

산을 수행하며 이를 누적하여 최종 결과를 출력한다.
Adaboost 분류기에서 최종 강분류기의 결과에서참으로

판단된 윈도우 정보는 태스크 큐에 저장되어, 해당 윈도우

의 HOG-LBP 알고리즘 처리와 상관없이 Haar-Adaboost 
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HOG 윈도우 버퍼는 4x4 픽셀 크기의 셀을 2x2 형태로

구성한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저장하기 위하여 12x12 픽셀

크기로 구성하였으며, 인접한 블록의 처리에 데이터를 재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HOG 특징점 추출기는 HOG 
윈도우 버퍼에 저장된 블록에 대해 HOG 특징점 추출 연산

을 수행하고, 이에 대해 HOG용 SVM 분류기는 SVM 메모

리에 저장된 가중치 값을 읽어 가중합 연산과 함께 모든

블록에 대한누적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최종 SVM 결
과를얻는다. LBP관련 블록은 HOG 블록과 유사하게 구성

되어 있으며, 하나의 블록크기는 8x8로 구성하였다.
태스크 큐의 사용과 유사하게 HOG-LBP의 최종 결과가

참인 윈도우 정보는 인식결과 큐에 저장되어 외부의 입출

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 특징점 추출 및 분류 하드웨어 최적화

LBP 알고리즘 및 자동차와 보행자의 동시인식을 가능하

게 하기 위해서는 연산 및 제어 로직뿐만 아니라 Adabo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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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SVM 메모리 등이 추가되어야 하기때문에 하드웨

어의 크기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부담을줄이

고자 특징점 추출 및 분류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하드웨어

를 최적화하였다.
HOG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에는 각 블록에 대해 값을 정

규화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엔진에 사용된 HOG 
알고리즘에서는 블록당 36개의 특징값이 만들어 지며, 이
값을 정규화 한 후에 SVM 특징점 분류를 위한 가중합 연

산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정규화 연산을 그림 5와 같

이 SVM의 가중합 연산 이후로옮기게 되면 수행되는 연산

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한 하드웨어 면적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블록별로 만들어지는 36개의 특징값을 동

시에 처리하던 기존과는달리 사이클당 9개씩생성하여 연

산함으로써 지연시간의 추가 없이 하드웨어를절감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LBP 특징점 추출기 및 분류기에도 적용하

여 설계하였다.

III. 실험 결과 및 분석

EVE2는 Verilog HDL(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를 사용하여 구현되었으며, Global Foundry 65nm CMOS 
LPe 공정 표준 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Synopsys 
DesignCompiler에서 합성되었다. 이 때 사용한 클럭 속도

는 333MHz이며, 실제 칩으로 제작될 경우 200MHz 수준

의 클럭 속도로 동작이 가능하다. 다음 표 1은 기존 EVE와
의 합성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Name EVE EVE2

Synthesis tool Synopsys DC Ultra

Process GF 65nm CMOS LPe

Clock speed 333MHz

Gate count with 
memory 1,492,877 2,075,856

Memory size 90.7KB 94.7KB

표 1. EVE2 인식엔진 합성 결과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Synthesis Result

EVE2의 인식 처리속도 분석 과정에서는 엔진 자체의 개

선 결과와 함께 시스템 상에서의 DMAC(Direct Memory 
Access Controller) 일부 기능의 개선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EVE2
는 초당 90 프레임의 VGA 영상을 처리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는 카메라 3개의 입력에 대해 실시간으로 처리

가능한 수준이다.
보행자에 대한 인식률 분석을 위해서 INRIA 보행자

DB[14]
를 사용하였다. 그림 6은 기존 EVE와 EVE2의 보행

자 인식률 성능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FPPW(False Positive Per Window), 세로축은 MR(Miss 
Rate)을 나타낸다. 그림에서와 같이 FPPW 10-4

의 기준에서

보행자를 97.7%로 인식이 가능하였다.

그림 6. EVE2 인식엔진의 보행자 인식률 성능
Fig. 6. Pedestrian recognition detection performance of EVE2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자동차용 영상인식 임베디스 시스

템 연구 개발의 바탕을 제공하고자 기존 개발된 영상인식

엔진을 개선하여 적은 하드웨어 부담으로 인식률과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자동차와 보행자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게

한 하드웨어 엔진의 개발 결과를 소개하였다. 개발된 엔진

은 LBP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을 HOG 특징점 추출 알고리

즘과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를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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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를 97% 이상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적인 개선

을 포함하여 초당 90프레임의 인식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

다.
향후에는 엔진 자체의 알고리즘 수행 외에 전처리와 후

처리를 통한 엔진의 인식률 보완 및 처리 속도 개선, 보다

다양한 알고리즘의 빠른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병렬 프로

세서 혼용구조에서의 알고리즘 구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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