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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하드웨어 기반의 상 신호 윤곽선 검출을 한 하드웨어기반의 알고리즘으로 CMOS 

이미지 센서의 인 픽셀과 아날로그 상 기로 구성되는 윤곽선 검출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이미지 윤곽

검출기는 각 열(column)마다 비교기를 공유하고, 비교기는 기 압과 비교를 통해 상 픽셀의 윤곽선 

여부를 별한다. 이미지 센서와 직 으로 연결된 윤곽선 검출 회로는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면 은 

4배, 그리고 력소모는 20 % 감소하는 결과를 보 다. 한 외부에서 기 압을 제어할 수 있어, 윤곽선 

검출의 민감도를 조 하기에 유용한 장 을 가진다. 0.18 μm CMOS 공정에서 제작된 칩은 34%의 fill 

factor를 가지며, 픽셀 당 0.9 μW의 력소모를 가진다. 

 
■ 중심어 :∣윤곽선 검출∣아날로그 상관기∣CMOS 이미지 센서∣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simplified hardware based edge detection circuit which is based on an 

analog correlator combining with the neighbor pixels in CMOS image sensor. A pixel element 

of the edge detector consists of an active pixel sensor and an analog correlator circuit which 

connects two neighbor pixels. The edge detector shares a comparator on each column that the 

comparator decides an edge of the target pixel with an adjustable reference voltage. The circuit 

detects image edge from CIS directly that reduces area and power consumption 4 times and 

20%,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e previous works. And also it has advantage to regulate 

sensitivity of the edge detection because the threshold value is able to control externally. The 

fabricated chip has 34% of fill factor and 0.9 μW of power per a pixel under 0.18 μm CMOS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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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윤곽선(edge)은 상에서 밝기가 격히 변화하는 

지 , 즉 밝기의 불연속이 일어나는 지 을 의미한다. 

윤곽선 검출(edge detection)은 디지털 상에서 윤곽

선에 해당하는 픽셀을 식별하기 한 방법이다. 부분

의 윤곽선 검출 알고리즘에서는 상픽셀과 주변픽셀

과의 밝기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미지의 

윤곽선 검출은 일반 으로 이미지를 보정하거나, 특징

을 부각시키기 한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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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선 검출 알고리즘에는 Sobel, Prewitt, Roberts, 

Canny 등의 여러 가지 마스킹을 통한 기법이 존재한다. 

일반 으로 윤곽선 검출은 소 트웨어 기반으로 수행

된다. 하드웨어 기반의 윤곽선 검출을 해서는 마이크

로 로세서 기반의 소 트웨어나 별도의 DSP(digital 

signal processor)가 요구된다[1-7]. 

윤곽선 검출을 해 별도의 로세서나 DSP를 갖는 

것은 시스템의 크기를 매우 증가시킨다. 따라서, 윤곽선 

검출 알고리즘을 간소화하여 하드웨어 기반으로 구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Wilson[8]은 하드웨어 

기반의 윤곽선 검출을 한 VLSI 구조를 제안하 다. 

이 구조는 윤곽선 검출을 해 항 네트워크를 이용하

기 때문에 비교  높은 동작 압과, 큰 픽셀의 크기를 

갖는 단 이 있다. Yin[9]은 로  게이트 제어기법을 

사용하여 매우 높은 frame rate를 갖는 하드웨어 기반

의 윤곽선 검출기를 구 하 다. 비교  간단한 

4T-APS 구조를 사용하 으나, 회로가 복잡하여 픽셀

의 크기가 큼에도 불구하고 fill factor가 낮은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드웨어 기반의 윤곽선 검출을 하

여, i) 기존의 윤곽선 검출 알고리즘을 간소화 하고, ii) 

아날로그 상 기(analog correlator) 기반의 윤곽선 검

출 회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하드웨어 설계를 고려하여 기존의 윤곽선 검출 알고리

즘에 비하여 은 수의 픽셀로 윤곽선을 검출한다. 아

날로그 상 기는 포토다이오드(photodiode)로 부터의 

빛의 신호를 A/D(analog-to-digital) 변환하지 않고, 인

한 픽셀들과의 비교로 윤곽선 검출이 가능하다. 윤곽

선 검출 회로의 각 픽셀은 포토다이오드를 포함하는 이

미지 센서와 아날로그 상 기를 가진다. 제안된 윤곽선 

검출 알고리즘  회로는 0.18 μm CMOS 공정을 이용

하여 검증하 다. 64 x 64 크기의 배열로 이루어진 윤

곽선 검출회로는 34 %의 fill factor를 가지며, 1.8V의 

공 압에서 픽셀 당 력소모는 0.9 μW이다. 

본 논문의 II장에서는 기존의 윤곽선 검출 알고리즘

과 제안하는 윤곽선 검출 알고리즘에 하여 알아보고, 

III장에서는 제안하는 하드웨어 윤곽선 검출 회로와 동

작에 하여 알아본다. 4장에서는 실험결과를 제시하고 

기존의 하드웨어 기반의 윤곽선 검출 결과와 제안하는 

회로의 검출 결과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II. 윤곽선 검출 알고리즘

윤곽선(edge)이란 물체의 외각을 나타내는 선으로 

정의된다. 즉, 상에서 밝기의 격한 변화가 있는 부

분을 윤곽선이라 할 수 있다. 윤곽선은 농담치가 격

히 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수의 변화분을 취하는 미

분 연산이 윤곽선 검출에 사용될 수 있다. 농담 분포를 

나타낸 1차 미분(gradient)은 크기와 방향을 가진 벡터

양으로 표 된다. 즉, 수평, 수직방향으로의 미분은 어

느 한 을 기 으로 할 때 심 픽셀의 상하좌우에 해

당하는 픽셀들의 차이를 구하여 얻을 수 있다. 비교하

는 픽셀의 수가 많아질수록 높은 정확도와 고해상도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부분의 윤곽선 검출 알고리즘은 상 픽셀을 기

으로 4개 는 그 이상의 픽셀을 비교한다[2]. 한 단

순히 윤곽선 맵을 얻거나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요구하

지 않는 어 리 이션의 경우에는 그 과정을 축소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1차 미분을 

통하여 윤곽선을 추출한다는 에서는 기존의 알고리

즘과 같지만, 상픽셀과 왼쪽픽셀을 x방향으로 1차 미

분한 값과 상픽셀과 쪽 픽셀을 y방향으로 1차 미분

한 값의 합을 통하여 결과물을 얻는다. 제안하는 알고

리즘은 gray scale 이미지를 상으로 한다. [그림 1]과 

같이 상(target) 픽셀을 ‘T’로 설정했을 때, 상 픽셀

의 쪽(up) 픽셀을 'U', 왼쪽(left) 픽셀을 'L'로 정의

한다. 윤곽선 검출을 하여 세 개의 픽셀간의 차를 기

 값과 비교하여야 한다. 

U

L T
Pi,jPi,j-1

Pi-1,jPi-1,j-1Captured 
image

그림 1. 제안하는 윤곽선 알고리즘의 대상픽셀(T), 인접
한 왼쪽 픽셀(L), 그리고 위쪽 픽셀(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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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윤곽선 검출 알고리즘에

서는 세 개의 픽셀간의 차를 구한 후, 높은 기 (high 

reference)과 낮은 기 (low reference)에 비교된다. 윤

곽선은 식(1)에 의하여 정한다.

 ≥




 ≥    (1)
윤곽선으로 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는,  




             (2)
여기서 기  값은 윤곽선의 검출 벨을 결정하는 값으

로써 하드웨어 기반의 윤곽선 검출에서는 비교기의 기

압이 된다. 한 번의 연산에서 하나의 상픽셀의 

윤곽선을 결정하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윤곽선 맵을 

생성한다.

III. 하드웨어 기반의 윤곽선 검출회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윤곽선 검출 

시스템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제안하는 윤곽선 검출 

알고리즘은 하나의 로세싱 유닛(Pi,j)이 T, U, L 세 개

의 픽셀의 밝기차이를 계산한다. 따라서 두 라인이 동

시에 동작해야 하므로 RST와 WL 각각의 신호를 디코

더를 통하여 두 라인에 동시에 인가된다. 

RSTi-1
TXi-1

Pi-1,j-1
T

U

L
Pi-1,j

T

U

L

Pi,j-1
T

U

L
Pi,j

T

U

L

BLj-1 BLj

VREF

OUTjOUTj-1

WLi-1

RSTi
TXi
WLi

그림 2. 제안하는 윤곽선 검출 시스템의 구조

하나의 로세싱 단 는 빛의 세기를 아날로그 값으

로 변환하기 한 APS와 아날로그 상 기 회로로 구성

된다. 각 유닛의 APS는 RST와 WL 신호를 통하여 동

작이 제어된다. 하나의 아날로그 상 기에는 T, U, L 3

개의 입력이 필요하며, 회로의 출력은 열(column)마다 

공유되어 있는 BL(bit line)을 통하여 비교기로 입력된

다. 비교기는 상 기에서 얻어진 압을 외부에서 입력

되는 기 압(VREF)을 통하여 '1' 는 '0'의 디지털 

값으로 출력한다. 기 압은 윤곽선 검출 벨을 조

하며, 기 압에 따라 윤곽선 검출의 감도가 달라진다.

1. Active Pixel Sensor (APS)
APS는 빛을 기 인 신호로 바꿔주는 포토다이오

드를 포함한 CMOS 이미지 센서이다. 포토다이오드는 

빛의 세기에 따라 서로 다른 압강하를 보인다. [그림 

3]은 제안된 회로에 사용된 APS의 회로이다. 일반 인 

3T-APS 구조를 윤곽선 검출 회로의 아날로그 상 기

의 입력으로 사용하기 해 구조가 수정되었다. APS의 

기화를 한 RST 신호가 인가되면 포토다이오드의 

PD 노드의 압은 공 압 수 만큼 충 되며, 기

화가 끝나면 PD 노드의 압은 방 되기 시작한다. 포

토다이오드에 입사되는 빛의 세기에 따라 방 되는 속

도가 달라진다[11]. 

RST

WL

PD

Photo-
diode

APS_out

그림 3. 제안된 윤곽선 검출기의 APS 구조

2. 아날로그 상관기
아날로그 상 기는 두 개의 다른 값을 가지는 아날로

그 입력을 받아서 두 입력을 비교한다. 비교 상이 되

는 아날로그 입력과 기 이 되는 기  입력을 비교하여 

기  입력 값보다 크면 high, 작으면 low의 값을 출력

한다. 아날로그 비교기의 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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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Delbruck이 제안한 bump 회로는 아날로그 상

기  하나이다[12].

제안하는 윤곽선 검출기의 아날로그 상 기는 [그림 

4]에 나타나 있고, bump 회로와 유사하게 간단한 류 

상 기의 구조를 가진다. 아날로그 상 기의 출력은 입

력 값들의 차이가 가장 작을 때 최  류를 흘리는 가

우시안 분포 특성을 보인다. 상픽셀 APS로부터의 입

력 APS_T와 인 한 픽셀의 APS로부터의 입력 

APS_L과 APS_U을 받아들여 비교기와 함께 식 (1)과 

(2)에 해당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윤곽선 정을 하

여 비교기에서 기  값과 두 번의 비교가 수행된다. 

Vbias

APS_L APS_U

APS_T
TX

BL

그림 4. 제안된 아날로그 상관기의 회로

3. 제안하는 윤곽선 검출 회로의 동작
회로의 동작을 한 각 신호의 타이 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윤곽선 검출 알고리즘

은 상픽셀(T), 쪽(U), 왼쪽픽셀(L)이 하나의 로

세싱 유닛이 되므로 한 번에 두 개의 워드라인을 활성

화 시켜야한다. 따라서 RST와 WL 신호가 디코더를 통

하여 두 워드라인에 동시에 입력된다. APS는 동작 

기에 RST 신호가 high로 유지된다. [그림 3]의 회로에

서 RST 압은 PD노드가 충분히 (VDD-VTH)만큼 충

될 수 있는 시간만큼 인가된다. 여기서 VTH는 기화를 

한 nMOS 트랜지스터의 문턱 압(threshold voltage)

이다. 입사되는 빛에 의해서 포토다이오드 내부에 

류가 생성된다. RST 신호가 low로 바 고, PD 노드의 

압은 압강하를 시작한다. 압강하 역에서 각각

의 빛의 세기에 하여 충분히 구분 가능한 범  내에

서 WL 신호의 인가 시기가 결정된다. 

RSTi

VREF

OUTj

Low illumination

High illumination

BLj

RSTi-1

PDi-1,j

TXi

Txi-1

Edge Non-edge

i-1th row ith row

WLi

WLi-1

그림 5. 제안하는 윤곽선 검출회로의 구조

[그림 3]의 PD 노드는 TINT 동안 integration 시간을 

갖는다고 가정하면, RST의 신호의 주기는 TRST로 정의

하고, 체 픽셀 배열의 행의 개수를 N이라고 정의한다

면, 하나의 픽셀을 처리하는데 TINT+TRST의 시간이 소

요되고, 두 개의 라인이 동시에 처리되므로 한 개의 

임을 처리하는데 약 (TINT+TRST)*N 의 시간이 소요

된다. 

아날로그 상 기는 상픽셀(T), 왼쪽픽셀(L), 그리

고 쪽픽셀(U)의 출력 압을 통해 두 개의 류 경로

의 류 합을 얻는다. 최종 출력단의 비교기로 달 된 

아날로그 상 기의 출력 압은 외부에서 입력된 기

압에 의하여 high 는 low로 출력한다. 윤곽선 정

은 [그림 5]의 OUT 노드의 형에 선으로 표시된 부

분에서 두 번의 기 압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

는데 정기 은 [표 1]과 같다. 제작된 회로에서는 높

은 기 압(High Ref.)은 VREF_H를, 낮은 기 압

(Low Ref.)은 VREF_L를 의미한다. 아날로그 상 기의 

출력인 BL 노드의 압이 두 기 압 사이에 나타나

는 경우에만 윤곽선으로 정된다.

표 1. 비교기를 통한 윤곽선 판정

High Ref. 비교 Low Ref. 비교 윤곽선 여부

0 0 X
1 0 O
1 1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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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BL

VREF

500 mV/div

10 μs/div

VREF_H

VREF_L

그림 6. 윤곽선으로 판정된 경우의 0.18 μm CMOS 공정에서 제작된 칩에서 측정된 파형

IV. 실험 결과 및 비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윤곽선 검출 회로는 IDEC의 지

원을 받아 0.18 μm CMOS 공정에서 제작되었으며, 

p-type substrate 에 n+ diffusion을 하여 포토다이오

드를 구 하 다[13-15]. 64 x 64 크기의  픽셀 배열 크

기를 가지며, 픽셀의 크기는 15 μm x 15 μm 이고  34%

의 fill factor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배열의 각 열

(column)은 외부에서 비교기로 인가되는 기  압을 

통하여 윤곽선을 정한다. 제작된 칩의 사진  기능 

블록의 구성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칩은 입력신호 

생성을 한 마이크로 로세서와 Agilent 16803A 로직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그림 7. 제작된 칩의 사진 및 기능 블록의 구성

APS의 출력은 아날로그 상 기로 인가되고, 비교기

의 비교를 통해 식 (1), (2)의 연산을 수행한다. 제안한 

윤곽선 검출 회로의 측정 결과를 [그림 6]에 나타내었

다. 여기서, BL은 픽셀의 아날로그 상 기의 출력 압, 

VREF는 비교기로 인가되는 기  압, 그리고 OUT은 

비교기의 출력 압이다. 여기서 높은 기 압 VREF_H

는 1.1 V 이고, 낮은 기 압 VREF_L은 0.7 V 이다. 첫 

번째 비교에서 비교기 출력 OUT은 ‘1’이고, 두 번째 비

교에서는 ‘0’이 출력되었다. [표 1]에서와 같이 윤곽선으

로 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비교기의 기 압을 조 함에 따라 다양한 벨의 

윤곽선 검출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림 8]은 기

압의 변화에 따른 윤곽선 검출 결과물이다. 상에 따

라 기 압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높은 기

압 VREF_H는 1.1 V에 고정시키고, 낮은 기 압 VREF_L

은 각각 1 V, 0.8 V, 그리고 0.7 V로 변화하 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 압을 감소시킴에 따라 윤곽

선 검출의 민감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측정 결

과에 따르면 높은 기 압 VREF_H의 약 60%에 해당하

는 0.7 V의 낮은 기 압 VREF_L에서 가장 높은 검출

율을 보 다. 제안한 윤곽선 검출 알고리즘은 비교  

간단하게 윤곽선 검출이 가능하며, [그림 1]의 알고리즘

으로 윤곽선을 검출하기 때문에 물체의 오른쪽보다는 

왼쪽 윤곽선 검출에 유리한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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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본 영상 (b) VREF_L = 1.0 V

(c) VREF_L = 0.8 V (d) VREF_L = 0.7 V
그림 8. 기준전압 변화에 따른 윤곽선 검출 민감도의 변화

제안하는 회로는 공 압으로 1.8 V를 사용하 으

며, 픽셀 당 0.9 uW의 력을 소모한다. 기존에 연구되

었던 하드웨어 기반의 윤곽선 검출과 제안한 회로와의 

비교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제안한 회로는 윤곽선 검

출 알고리즘의 간소화를 통해 3T-APS 구조와 비교  

은 수의 트랜지스터로 아날로그 상 기를 포함하는 

픽셀을 구성하 다. 윤곽선 검출 알고리즘의 간소화로 

상 으로 력 구동을 가능  하 으며, 충분한 fill 

factor를 확보하 다. 

표 2. 기존 회로와 제안한 회로와의 비교

[8] [9] [16] 제안한 회로

공정 2 μm 0.18 μm 0.35 μm 0.18 μm

픽셀 당 Tr. 
개수 21 13 22 15

픽셀면적 118x118 μm2 25x25 μm2 40x35 μm2 15x15 μm2

Fill factor 18 % 15.3 % 8 % 34 %

Frame 
rate - 600 fps 25 fps 24.8 fps

픽셀 당 
전련소비 6.8 μW - 1.52 μW 0.9 μW

공급전압 5 V 3.3 V 3.3 V 1.8 V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APS와 아날로그 상 기를 이용한 하

드웨어 기반의 윤곽선 검출 회로를 제안하 다. 기존의 

윤곽선 검출 알고리즘을 간소화하기 하여 상픽셀

을 포함한 3개의 픽셀로 상픽셀의 윤곽선 여부를 

별하 다. 각 픽셀은 아날로그 상 기 회로를 통하여 

픽셀간의 밝기 차이를 비교하고, 비교된 출력값은 비교

기를 통하여 최종 으로 윤곽선맵을 생성한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회로는 비교기의 기 압을 이용하여 

윤곽선 검출 벨을 조 할 수 있다. 한 간소화된 알

고리즘을 통하여 제한된 픽셀 내에서 비교  은수의 

트랜지스터로 구성하여 기존회로 비 면 은 약 

18.7%, fill factor는 약 16%가 증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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