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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거리 영상(Depth Image) 이란 TOF(Time-of-

flight range)카메라나 Kinect와 같은 거리 측정 센서

를 활용하여 촬영한 거리 정보를 포함한 영상을 의미

한다. 각 객체의 거리 정보에 따라 표현된 영상은 기

존의 컬러 영상보다 배경과 객체의 분리가 용이하고,

이를 통하여 기존 동작인식의 어려움들을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3차원 자세 추정(3D pose es-

timation), 스켈레톤 등의 모션인식 기술 영역에서 많

이 사용되고 있다[1]. 거리 측정 센서를 활용한 영상 

처리 분야의 증가에 따라 사용 분야 및 목적에 맞춰 

고해상도 및 넓은 색상영역을 지원하는 제품들이 출

시되고 있다. 또한 컬러와 깊이 영상을 함께 활용한 

DIBR(Depth-Image-Based-Rendering)등의 알고

리즘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각각의 입력을 활용한 신호처리 알고리즘도 더욱 복

잡해지고, 처리해야 할 연산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DSP(Digital Signal Processor)를 활용해서는 

이러한 복잡한 고성능 신호처리를 처리 하는데 한계

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HW(Hardware)언어인 HDL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로 동작하는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와 SW

(Software) 언어로 동작하는 APU(Accelerated Pro-

cessing Unit)가 결합된 형태인 SoC(System on a

chip) 시스템을 활용한 영상처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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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 이러한 SoC 시스템의 특성상 HW와 SW언

어의 특성 및 구현 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른 연산의 분배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최적의 성능

을 얻을 수 없다.

특히 영상 분할(Segmentation)은 동작 및 제스처 

인식[3-4], 깊이 맵 생성(Depth map generation)[5]

등의 알고리즘에서 필수적인 전처리 연산 과정이며 

이를 연산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의 할당 및 접근 과정

을 복잡하게 수행해야 하기에 HDL(Hardware Des-

cription Language)로 구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

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중 한 가지 방식은 PC

에서 깊이 영상을 활용한 영상 분할 연산 후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SoC시스템에서 영상처리를 하는 

방식이다[6]. 해당 방식은 PC에서 영상 분할을 수행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구현이 쉽고 효율적이지만,

PC와 SoC시스템간의 데이터 교환을 담당하는 USB

의 Data path를 통과하는 데이터가 증가하는 문제점

이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전송에 많이 사용되는 

USB 2.0의 경우 이론상 480Mbps의 Bandwidth를 가

지고, Data path를 통과하는 데이터 수의 증가는 처

리 속도 및 기능의 저하를 야기하고, 특히 영상 촬영 

장치의 발달로 인해 영상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입력

영상의 크기가 고해상도나 넓은 색상 영역을 요구할

수록 속도 및 기능저하의 문제점은 더욱 부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SoC 시스템을 활용한 깊이영상의 

영상처리 과정에서 영상 분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면서도 Data path를 통과하는 데이터양의 증가에 의

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성 방식에 대

하여 제안한다. 제안된 구성은 기존 PC에서 수행하

던 영상 분할 연산을 SoC 시스템에서 GPIO(General

Purpose Input Output)및 주변장치 제어 용도로 사

용되던 APU에서 수행함으로써 PC, SoC 시스템 간

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 사용되는 USB에서의 Data

path를 통과하는 데이터의 양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Xilinx사의 SoC 시스템인 Zynq-

7000 board를 사용하여 구현하고 기존의 방식과의 

USB 2.0에서 전송에 사용되는 Data path를 통과하

는 데이터양의 비교를 통하여 구성의 효율성을 비교

하였다.

2. 영상분할 알고리즘 특성에 따른 기존의 처리 
방법

2.1 Grassfire방식의 영상 분할 방법
영상 분할이란 영상내의 각 픽셀이 가지고 있는 

밝기, 색상 등의 특성을 활용하여 유사한 특성을 가

지는 영역을 분할하는 작업으로 검사 및 인증, 모션 

인식 등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기본적인 영상

처리 기법이다[7]. 영상 분할 방식으로는 Grassfire,

Two-pass, ARTS(Advanced Real Time Segmen-

tation), TLL(Twin Line Labeling)방식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Grassfire 방식이다.

Fig. 1은 Grassfire 방식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영

상 분할과정의 순서도이다. 일반적인 영상 분할 과정

은 객체 레이블링(Labeling) 과정에서 해당 픽셀의 

연산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탐색 과정을 필요

로 한다. 반면 Grassfire 방식의 알고리즘은 스택메

모리(Stack Memory)를 활용하여 메모리에 저장된 

처리해야 할 좌표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재탐색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효율적인 

알고리즘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8]. 하지만 

호출을 대기하고 있는 메모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

고, 이로 인해 메모리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Fig. 1. Flowchart of grassfire segment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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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oC를 활용한 기존의 영상 분할 방법
SoC를 활용한 기존의 영상 분할 방법은 PC에서 

분할된 영상을 SoC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형식의 영상 분할은 SoC 시스템 내에서 HDL

로 작성된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한 전처

리 과정으로서, HDL로 구현하기 힘든 영상 분할을 

PC에서 우선 수행하는 방식이다.

PC에서 영상 분할 된 데이터를 SoC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SoC의 APU가 GPIO 및 주변장치 제어 기

능을 수행하며 외부에서 깊이 영상 및 분할 영상을 

입력 받고, 이를 FPGA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데

이터를 알맞게 처리하고 전송해주는 역할을 수행한

다. FPGA에서는 영상처리가 끝난 데이터는 다시 

APU로 전송되고, APU에서는 출력 결과를 PC로 전

송하도록 구성되어있다[6].

이러한 구성을 활용할 경우 PC에서 영상 분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SoC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주고받

는 과정에서 깊이 영상과 함께 분할영상도 전송해야

하고, 이로 인해 USB전송에 요구되는 Data path를 

통과하는 데이터양이 증가하게 된다. USB의 Ban-

dwidth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입력 영상이 고해상도

나 넓은 색상 영역을 사용할 경우 데이터 경로를 지

나가는 데이터의 수의 증가로 인해 속도 및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3. 제안한 방법
본 논문에서는 SoC 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상처리 

과정에서 영상 분할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

성 방법을 제안한다.

  × 

× (1)

수식 (1)은 Segmentation을 위해 PC와 SoC 시스

템간 전송되어야 하는 전체 데이터의 양을 나타 낸 

식이다. NumberBuffer는 전송되는 Buffer의 개수,

SizeInputImage는 입력 영상의 크기, BitsBuffer는 한 픽셀 

당 Bit의 크기를 의미한다. 기존의 방법은 깊이 영상,

객체 분할 영상, 출력영상의 총 3개의 Buffer에 대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 져야 한다. 제안한 방식은 기

존 PC에서 처리하던 영상 분할 과정을 SoC 시스템

의 APU에서 처리함으로써 전송되는 버퍼를 줄임으

로써 PC와 SoC 시스템간 전송되는 데이터를 줄일 

수 있다.

Fig. 2는 제안한 방식의 데이터의 흐름을 나타 낸 

것이다. 기존의 방식과 달리 제안된 방식의 경우 SoC

시스템 내부에서 깊이 영상을 활용하여 분할 영상 

생성을 수행하므로 PC와 SoC 시스템 사이에는 깊이 

영상 및 출력 결과에 대한 입출력 데이터 전송만을 

수행한다.

Fig. 3는 PC와 SoC 시스템의 데이터 흐름에 따른 

전체적인 구성을 나타 낸 것이다. Fig. 4는 Fig. 3의 

Fig. 2. Data flow of proposed implementation of SoC system.

Fig. 3. Structure of proposed implementation of So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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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U(Accelerated Processing Unit)에서 Segmen-

tation을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PC를 

통해 입력된 Depth Input data는 USB 를 통하여 

SoC system에 입력되고 Central Interconnection을 

통하여 DDR3 메모리에 저장된다. PS의 APU는 

DDR3의 Depth data를 이용하여 영상 분할연산을 수

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DDR3에 저장한다. FPGA는 

Central Interconnection을 통하여 DDR3에 접근하

여 해당 Segmentation 결과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영

상처리 알고리즘 연산을 수행하고 연산된 결과를 다

시 DDR3에 저장한다. 알고리즘이 완료된 결과는 다

시 PC로 전송되어 결과 영상을 확인 가능하다.

해당 구성을 이용하면 기존 PC에서 생성하여 SoC

시스템으로 전송하던 객체 분할 영상을 SoC 시스템 

내부에서 생성함으로써 PC와 SoC 시스템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해 요구되는 USB에서의 Data path를 통과

하는 데이터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Grassfire 방식의 객체 분할 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HW에서 HDL이 아닌 SW의 APU에서 수행함

으로써 연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4. 실험 결과
설계된 SoC 시스템의 Xilinx사의 Zynq-7000

board에서 설계하고 동작을 검증하였다. 시뮬레이션

에 사용한 영상은 Infrared Sensor인 Kinect를 이용

하여 촬영한 깊이 영상이다.

Fig. 5는 입력된 RGB영상과 해당 영상의 깊이 영

상, APU를 통하여 분할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시

뮬레이션에 사용한 영상은 Fig. 5의 (a)는 입력 영상

의 RGB 영상, Fig. 5의 (b)는 각 객체를 거리정보에 

따라 Gray Scale로 표현한 깊이 영상이다. Fig. 5의 

(C)는 APU에서 Fig. 3의 (b)를 이용하여 영상 분할

을 실행하고 각각의 객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색으로 

표현한 결과 영상이다.

제안된 방법과 기존 방법으로 영상분할을 수행하

였을 경우 PC와 SoC 시스템 간 전송에 요구되는 데

이터 전송량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  (2)

식 (2)은 데이터를 저장 하는 각 버퍼별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의미한다. SizeInputImage는 입력 영상 

한 Frame의 크기를 의미하고 BitsBuffer는 버퍼의 한 

픽셀 당 데이터의 크기를 의미한다. SizeInputImage는 

Fig. 4. Flowchart of APU operation.

(a) (b) (c)

Fig. 5. Input and output result image. (a) Color image, (b) Depth image, and (c) Segmentatio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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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영상 한 Frame의 크기를 의미한다. Transfer-

Data는 한 Frame에 전송되는 개별 버퍼의 데이터의 

양을 의미한다. PC와 Zynq보드 간 데이터 전송에 사

용되는 USB 2.0의 경우 High Speed에서 125us동안 

1개의 Micro Frame에 최대 6656Byte의 전송이 가능

하다. 따라서 데이터의 전송 시간은 다음 식 (3)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3)

식 (3)에서 TimeTransferData는 한 Frame에 전송되는 

데이터인 TransferData의 양에 따라 전송하는데 걸

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식(2)과 식(3)를 활용하여 한 

Frame의 입출력에 소모되는 시간을 비교해 보았다.

Table 1은 기존의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

식을 활용했을 경우 한 Frame의 입출력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입출력에 

사용된 Frame의 크기는 320×240이다. 사용한 샘플

의 Depth와 Segment의 Buffer Set은 각각 14bit, 9bit

이고 출력 Output의 Buffer Set은 14bit이지만 Zynq

에서 구성된 Interface 구조에 따라 각각 16bit로 정

의하였다. 계산 결과 기존의 방법은 한 Frame을 전

송하는데 8.654ms가 걸리지만 제안된 방식은 5.769

ms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USB의 고정된 Bandwidth내에서 데이

터양을 감소시킴으로써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수

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수식 및 수치는 USB 2.0을 활용하여 입출력 

할 수 있는 최대 속력 및 속도의 이론적인 수치이므

로 실제 동작 결과는 계산 결과보다 저하될 수 있지

만, 기존의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제안된 방식을 활

용할 경우 전송 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oC 시스템기반의 플랫폼에서 깊

이 영상의 영상 분할 처리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

기 위한 방법을 제안 하고 이를 구현하여 Data path

를 통과하는 데이터양의 변화의 확인을 통해 효율성

을 검증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 SoC 시스템에서 

연산 효율 증가를 위하여 HDL이 아닌 PC에서 수행

되던 영상 분할 처리를 SoC 시스템의 SW인 APU에

서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하여 PC와 SoC 시스

템간의 데이터 전송에 요구되는 데이터양을 감소시

키고, SoC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APU에서의 영상 

분할을 통하여 SoC 시스템에서의 연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 구성을 

Xilinx사의 Zynq-7000 Board에서 검증하여 USB

2.0에서 전송되는 Data path에서의  데이터 감소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SoC 시스템에서 영상 분할

을 SW에서 수행함으로써 연산 및 구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영상 처리 알고리즘의 구현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영상 분할 처리 구성 방식을 적용함

으로써 효율적인 저 전력, 고효율 시스템 구성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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