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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FPGA를 이용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교육장비를 소개한다. 이 장비를 이용해서 영상인식 기반의 하드

웨어 설계의 한 사례를 소개하고 그 설계를 기반으로 “FPGA를 이용한 디지털시스템 설계” 교과목의 교육 가능한 사례를 소개한

다. 학생들에 의해서 새롭게 설계한 하드웨어를 본 FPGA를 이용해서 하드웨어 장비에 적용시키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또한 

개념 설계, 부분설계, 상세설계를 통해서 FPGA 기반 하드웨어의 창의적 종합설계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오디오 코덱을 제

어하는 부분은 FPGA내에 있는 소프트 마이크로프로세서인 NIOS II를 이용해서 한 칩에 디지털 하드웨어와 마이크로컨트롤러

를 결합한 SOC 설계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무선통신, Labivew와 FPGA 설계 능력을 결합하는 적용능력도 키울 수 있다. 

[ Abstract ]

Education equipment for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FPGA) based multimedia player design is introduced. Using the educa-
tion equipment, an example of hardware design for color detection and augment reality (AR) game is described, and an example 
of syllabus for “Digital system design using FPGA” course is introduced. Using the education equipment, students can develop 
the ability to design some hardware, and to train the ability for the creative capstone design through conceptual, partial-level, and 
detail designs. By controlling audio codec, system-on-chip (SOC) design skills combining a NIOS II soft microprocessor and digital 
hardware in one FPGA chip are improved. The ability to apply wireless communication and LabView to FPGA-based digital design 
is also increased.

Key Words :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s (ASIC), Education Equipment, Engineering Design ,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FPGA), Multi-Media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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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A. SOC 기반의 멀티미디어 기기 설계 교육용 장비의 개요

FPGA를 이용한 SOC (system-on-chip) 기반의 멀티미디

어 기기 설계 교육용 장비의 전체적인 하드웨어 구성도 및 

실제 제작된 사진은 그림 1과 같다. 이 장비는 FPGA를 포함

한 DE2-115 보드[10]와 SD 카드, LCD 터치 패널 모듈[11], 

일반 모니터, CCD (Charge-Coupled Device) 카메라[12], 스

피커, 오디오 무선통신 모듈 (CC8531)[13]과 Zigbee 모듈

[14], LabView[15] 모니터링용 PC로 구성된다. 여기서 DE2-

115 보드는 Altera Cyclone® IV 4CE115 FPGA에 128 MB 

SDRAM, 2 MB SRAM, 8 MB Flash와 다양한 통신 및 인터

페이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 장비를 이용해서 영상인식, 카

메라, VGA, 오디오, 터치 패널 제어 등의 멀티미디어 시스템 

I. 서론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는 NAND, NOR, 

XOR, NOT 및 더 복잡한 디코더나 계산 기능의 조합 기능 같

은 기본적인 논리게이트의 기능을 복제하여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논리 요소, 간단한 플립플롭이나 더 

완벽한 메모리 블록으로 된 메모리 요소와 프로그래밍 가능 

내부선이 포함된 반도체 디바이스이다[1]. 현재 기술적, 사

업적, 시장 요구 측면의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들 

디바이스가 부상하고 있으며, Altera, Intel, Xilinx 등의 회사

들이 FPGA 디바이스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FPGA를 이용

해서 DSP, 컴퓨터 비전, 의료 영상, 음성 인식 등 여러 분야

에 응용이 되고 있다[2-6]. 이 FPGA를 이용한 설계는 ASIC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s)보다 개발 시간이 짧고, 

오류를 현장에서 재수정할 수 있고 초기 개발비가 저렴하다

는 장점이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래

서 공과대학 전기, 전자 및 컴퓨터공학 3-4학년 교과목 중에 

FPGA을 이용한 디지털 논리회로나 디지털 시스템 설계 교

과목이 일반적으로 개설되고 있다.  

최근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 폰,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

기 대중화로 인해서 사진, 비디오,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데

이터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통

해 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많은 멀티미디

어 재생기가 널리 보급되고 있다. 또한, 이런 멀티미디어에 

적용 가능한 음성/영상처리, 음성/영상인식 및 가상현실(vir-

tual reality: VR)/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등의 알

고리즘 연구 및 개발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이런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실제 환경 및 가상/증강 현실에서 재생하는 

기기들이 소프트에어 기반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으나[7-9] 

FPGA 상에서 하드웨어 기반으로 멀티미디어 재생기를 설계

하는 연구는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공과대학 전기, 

전자 및 컴퓨터공학 학생들은 3-4학년에서 배우는 디지털 신

호처리, 영상처리, 컴퓨터비전, 패턴인식 등에서 배운 다양한 

알고리즘 등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할 뿐만 아니라 하드

웨어로 설계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FPGA를 이용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교육장비를 소개한다. 이 장비를 이용해서 영

상인식 기반의 하드웨어 설계의 한 사례를 소개하고 그 설계

를 기반으로 “FPGA를 이용한 디지털시스템 설계” 교과목의 

교육 가능한 사례를 소개한다.

a

b

그림 1. (a) 교육 장비의 하드웨어 구성도 및 (b) 제작된 사진

Fig. 1. (a) Hardware configuration and (b) photo of the edu-
catio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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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게임, 총 4가지 모드로 선택을 하게 된다. 게임이 

시작 되면 16개로 분할된 화면에 빨간색 칸이 LFSR (Linear 

Feedback Shift Register)에 의해 무작위로 이동하게 되고 카

메라 영상을 받아 빨간색 공을 이용하여 색상 인식을 하여 

사용자가 따라가 맞추는 게임을 하게 된다. LFSR에 의한 빨

간색 칸과 색상인식을 통해 인식된 빨간색 공이 일치하게 되

면 점수가 증가하게 되고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점수가 감소

하게 된다. 또한 화면에 빨간색 칸의 위치와 빨간색 공의 위

치 값이 UART통신을 이용해 PC로 값을 전달하게 되고 Lab-

View를 통해 칸의 위치, 공의 위치 및 점수가 표시되게 된다. 

손모양 인식 기반의 MP3 플레이어를 위한 손모양 인식 알

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손에 빨간색 장갑을 끼고 모양을 만

들었을 때 손의 최대값과 최소값 지점을 찾아 사각형을 형성

하게 된다. 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비교하여 세로의 

길이가 더 긴 경우 직사각형의 반을 잘라 위쪽부분과 아래쪽 

부분의 빨간색 분포를 비교한다. 아래쪽에 빨간색이 더 많을 

경우 볼륨 증가가 되고, 위쪽에 빨간색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을 경우 볼륨 감소가 된다. 마찬가지로 가로의 길이가 더 

긴 경우 왼쪽과 오른쪽의 빨간색 분포를 비교하여 왼쪽의 분

포가 큰 경우 다음 곡이 재생이 되고 오른쪽 분포가 큰 경우 

이전곡이 재생된다.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아닌 정사각형과 

비슷한 모양이 나왔을 경우에는 정지로 인식이 된다. 오디오 

재생기는 NIOS II 소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설

계한다. 

설계가 가능하다. 

본 멀티미디어 기기 설계 교육용 장비를 기반으로 Altera

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Quartus II Web Edition Software[16]

을 이용해서 다양한 디지털 논리회로 및 시스템을 설계한다. 

Quartus II는 회로도나 VHDL과 Verilog과 같은 하드웨어 기

술 언어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HDL)을 지원하고 그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가능한 논리 소자들에 설계하고

자 하는 논리 회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DE2-115 

FPGA chip안에 내장된 NIOS II[17]의 소프트 마이크로프

로세서를 이용해서 C 언어나 어셈블리언어로 설계가 가능

하다.  

본 DE2-115 기반의 교육용 장비를 이용해서 다양한 멀티

미디어 기기의 설계가 가능하다. 본 논문은 본 교육용 장비

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 장비를 이용한 하드웨

어 설계 사례로 “영상인식기반 증강현실 게임 및 음악 재생

기의 SOC 설계” 작품을 소개한다. 이 설계는 모니터에 무작

위로 출력된 물체와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영상에서 공의 위

치를 비교해서 타켓을 맞추는 게임 및 손의 움직임과 손의 

모양을 영상인식하여 MP3 재생기를 제어하는 설계이며 다

음 절과 같다.  

B. 설계 방법

본 장비를 이용한 프로젝트 사례인 영상인식기반 증강현

실 게임 및 음악 재생기의 SOC 설계의 전체 알고리즘은 그

림 2와 같이 표현된다. 제스처를 인식하기 위해서 손에 빨간

색 장갑을 착용하고, 카메라 영상으로 빨간색상의 움직임을 

판단하여 제스처를 인식한다. 손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

면 MP3 플레이어 모드로 변경이 되고, 손을 왼쪽으로 움직이

면 증강현실 게임 모드로 변경이 된다. 각각의 모드에서 특

정구간을 지정하여 그 구간에 red값이 인식되면 제스처 인식 

모드로 다시 되돌아간다. 그림 3은 영상인식기반 증강현실 

게임 및 음악 재생기의 SOC 설계의 전체 알고리즘을 Quartus 

II에서 설계한 RTL 블록도를 나타낸다.

그림 4는 제스처 인식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손의 중심 픽

셀을 찾고 화면에 정해진 시간이상 머물러 있게 되면 제스처

가 시작이 된다. 손이 좌우가 아닌 상하로 움직이는 동작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중심 픽셀의 세로 값이 정해진 구간에 있

는지 확인한다. 중심픽셀의 가로값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

면 제스처는 오른쪽으로 판단이 되고 점점 감소하면 제스처

는 왼쪽으로 판단이 된다.

그림 5는 증강현실 게임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게임이 시

작되면 지정한 속도 (3가지) 및 노래 빠르기에 의해 속도가 

그림 2. 설계 사례의 전체 알고리즘 

Fig. 2. Full algorithm of the design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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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설계 사례의 전체 알고리즘을 설계한 RTL 블럭도 

Fig. 3. RTL block diagram for full algorithm of the design example.

그림 4. 설계 사례의 제스처 알고리즘

Fig. 4. Gesture algorithm of the design example.

그림 5. 설계 사례의 증강현실 게임 알고리즘

Fig. 5. AR gage algorithm of the design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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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개발물 및 동작 특성

LFSR에 의해 랜덤으로 움직이는 화면을 영상인식을 통

해 맞추는 형식의 게임의 화면은 그림 6과 같다. FPGA에서

의 값들을 UART통신을 이용해 PC로 전달해 Labview에서 

모니터링을 한 화면이다. 빨간색을 영상인식하여 MP3를 동

작하게 되는 화면은 그림 7과 같다. 손모양에 따라 볼륨 증

가, 볼륨 감소, 다음 곡, 이전 곡, 재생, 정지로 이루어져있다. 

손모양에 따라서 MP3 동작의 결과가 화면 왼쪽 상단에 나타

내져 있다. 손 모양 동작을 정확히 인식함을 보인다. LCD 터

치 패널을 제어해서 Play/Pause, Previous Song, Next Song, 

Volume Up, Volume Down, Mute 글씨가 적혀있는 영역을 터

치할 경우에 동일한 동작을 한다.

III. 교육적 활용

A. 교육 활용 내용 및 방법

HDL 관련 교과목 수강이 완료된 학생을 대상으로 본 논

문에서 제안한 FPGA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기기 설계 장비

를 이용하여 다음에 설명한 내용을 주별로 설계 교육을 진행

하고 단계별로 교육 및 설계하는 학습 내용은 표 1에 나타내

고 있다.

① 하드웨어 장비 사용법 교육(0.5주)

② HDL 언어 복습 및 스위치, 7-segment 및 텍스트 LCD 

제어 설계(2.5주)

③ VGA 모니터 제어 설계(1주)

④ TFT(Thin Film Transistor) LCD 제어 설계(1주)

⑤ TFT LCD 터치 패널 제어 설계(1주)

⑥ CCD 카메라 제어 설계(1주)

⑦ 색깔 인식 설계(1주)

⑧ 색깔 인식 기반의 손모양 인식 설계(2주)

⑨ UART 설계(1주)

⑩ 오디오 코덱 및 무선통신 모듈 제어 설계(2주)

⑪ 설계주제 및 목표 설정(5주 - 병렬로 진행)

⑫ 종합 설계(5주 - 병렬로 진행)

⑬ 최종 발표(1주)

여기서 ⑪ 설계주제 및 목표설정과 ⑫ 종합 설계는 각 부

분설계에 병행하여 진행해야 한다. 다른 교과과정에서 Zig-

bee 무선통신 (Step 6)과 LabView 수업 (Step 7)이 병행 혹은 

그림 6. (a) 증강현실 게임 동작 모니터 화면과 (b) PC에서 Lab-

view로 모니터링한 화면

Fig. 6. (a) Monitor screen of AR game operation and (b) 
screen capture of Labview monitoring in PC. 

a

b

그림 7. 영상인식을 통한 MP3 동작 화면

Fig. 7. Screen capture of MP3 operation by image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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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양할 수 있고, 또한 개념 설계, 부분설계, 상세설계를 통

해서 FPGA 기반 하드웨어의 창의적 종합설계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오디오 코덱을 제어하는 부분은 FPGA내에 

있는 소프트 마이크로프로세서인 NIOS II를 이용해서 한 칩

에 디지털 하드웨어와 마이크로컨트롤러를 결합한 SOC 설

계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무선통신, Labivew와 FPGA 

설계 능력을 결합하는 적용능력도 키울 수 있다. 본 장비를 

“FPGA를 이용한 디지털시스템 설계”와 같은 수업에서 활용 

후에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통해서 시험평가한 결과가 추

후에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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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대 효과

표 1에 보여진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습을 진행 시에 다음

과 같은 학습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① 창의적 하드웨어 설계 능력 배양

② SOC 설계 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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