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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CMOS 카메라 영상의 화질을 좌우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영상 노출시간은 중요한 요소이
다. 영상 노출시간이 길게 되면 화면 전체 영상이 밝아지게 되고 노출시간이 짧아지면 전체 영상이 어두워지게 
된다. 정지 피사체를 사진 촬영할 경우 자동노출 시스템이 적절한 노출시간을 얻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행 중인 자동차의 블랙박스 같이 주변 빛 환경이 빠르게 변하게 
되면 이에 맞추어서 노출시간도 실시간으로 반응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성과 주변 빛 환경에 대하여 강건한 자동노출 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ZYNQ의 로직과 ARM코어를 적용한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로 병렬 연산처리 가능한 실시간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PID 제어를 통해서 66ms 이내에 원하는 목표 값으로 수렴하고 노이즈에 강건한 
실시간 CMOS 자동 노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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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many factors that influence the image quality of CMOS camera images, among which the 
image exposure time is an important factor. If the image exposure time is long, the entire image on 
the screen becomes brighter. If the exposure time is shorter, the entire image becomes darker. When 
photographing a still image, real time is not required because the automatic exposure system is given 
sufficient time to obtain an appropriate exposure time.

However, if the surroundings and environment change rapidly like the black box of a driving car, the 
exposure time should be applied in response to real time. To this end, a robust automatic exposure 
system for real-time performance and ambient light environment is required.

An automatic exposure system that has real-time capability and is robust against the ambient light 
environment is required. we designed a real-time control sysem capable of parallel operation 
processing through the design of an embedded system using zynq’s logic and ARM core, and developed 
a real-time CMOS automatic exposure system that is robust to noise and converges to a desired target 
value within 66 ms through PI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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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CMOS 이미지 센서는 소형, 고해상도, 저전력 등의 
장점으로 인해서 모바일, 보안,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1].

카메라 영상 처리 기술 중에서 화소 단위가 아닌 프
레임 단위로 처리하는 기술에는 AWB(Auto White 
Balance), AE(Auto Exposure), AF(Auto Focus)등이 
있으며, AF는 고가의 초점 제어 장치를 필요하기 때문
에 저가의 모바일 카메라에서는 구현되지 않으나, 
AWB와 AE는 모든 카메라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핵
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CMOS 이미지 센서의 출력은 강한 빛에 포화되는 경
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AE의 기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

AE는 촬영되는 피사체와 배경의 노출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술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프레임에서 
노출치를 계산하고, 이를 목표 노출값과 비교하여 다음 
프레임에 적용될 노출 시간을 보정한다. 즉, 목표 노출
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노출시간을 증가시키고, 목표 노
출치보다 높을 경우에는 노출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노출 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3].

실용적이면서도 단순한 자동노출제어 기술은 비례 
제어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입력영상의 평균밝기와 
출력영상의 평균밝기의 비례와 센서 이득 간의 곱을 이
용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기술은 삼성과 코어 로직 등 
많은 곳에서 사용한다[4][5]. 

하지만 단순한 비례 제어는 실시간성이 뛰어나지만 
비례 제어는 일반적으로 정상상태 오차가 존재한다. 비
례 제어의 K값이 커질수록 과도응답 특성이 좋아져 시
스템의 응답이 빨라지겠지만 정상상태에서 편차가 존
재하며 이 편차로 인해 정확한 노출시간을 얻을 수 없
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CMOS 
영상 센서의 노출을 제어하기 위한 실시간 시스템에 
PID(Proportional-Integral-Differential) 제어기를 
적용하였다. 

PID제어기 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제어 방법으로서 높은 성능과 강건한 시스템에 적합하

다[6].
PID제어기를 통해서 정상상태 오차와 과도상태 응답

을 개선시켜서 빠른 실시간성과 정확한 노출시간을 얻
을 수 있다.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의 경우 주행에 따른 배경의 동
적 변화와 주/야간 및 여러 조도 변화에 강인해야 한다. 
특히 조도 변화 측면에서는 특별히 요구되는 3가지 조
건이 있다[7].

첫 번째, 감도 범위(Sensitivity Range)가 넓어야 한
다. 밤에는 높은 감도로 주간에는 낮은 감도로 영상을 
취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밤의 감도는 전조등이나 가
로등의 불빛으로 차선, 차량, 객체를 검지할 수 있는 최
대 거리에 영향을 준다. 두 번째로 한 장면에서 
WDR(Wide Dynamic Range)이 요구된다. 

WDR이란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밝은 부
분과 어두운 부분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역광 구간의 경우, 120dB 정도의 동적 범위를 갖기 
때문에 동적 범위가 떨어질수록 어두운 영역이 무너지
거나 밝은 영역이 포화된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밝기 
변화에 강인해야 한다. 터널 출입을 할 때 급격한 조도 
변화로 인해 터널 밖이 포화되어 영상인식이 불가능할 
수 있다[5].

아래 [그림 1][8]은 제한된 동적 범위에서 적정 노출
을 실패한 이미지이다. 

그림 1. 제한된 동적 범위에서 적정 노출 실패 이미지[8]

위 3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하였으
나 감도범위는 CMOS 하드웨어에 따라서 달라지는 특
징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WDR은 
간단하게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
하였다. 하지만 마지막 급격한 조도변화 문제는 실시간
성과 강인한 자동노출 시스템이 요구된다. 



실시간성과 강건성을 갖는 CMOS 자동노출 시스템 3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서 XILINX사의 ZYNQ라고 
불리는 최신 프로세서 칩을 적용하였다. ZYNQ는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와 ARM 코
어가 탑재되어 있는 통합 반도체 칩이다. 

ZYNQ의 병렬처리 가능한 FPGA와 고성능 연산이 
가능한 ARM 코어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픽셀 값 계
산하여 바로 다음 프레임에 다른 노출시간을 적용할 수 
있게 실시간 제어 임베디드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CMOS 영상 센서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외란(밝기 
변화)에 강인한 PID제어기를 적용하였다. 

II. 본론

1. CMOS 영상 센서의 자동노출
AE는 노출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영상의 밝기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기술이다. 
아래 [그림 2]는 노출시간에 따른 영상의 밝기를 나

타내고 있다[9]. 같은 장소에서 획득한 동일한 영상이라
도 이미지 센서가 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영상
은 밝아지고, 노출되는 시간이 짧아지면 영상은 어두워
진다[6].

그림 2. 노출시간에 따른 영상의 밝기[9]

일반적인 AE는 중간 값 알고리즘(Mean Value 
Algorithms)을 적용한다. 중간 값 알고리즘은 특정 밝
기에 대하여 항상 중간 값을 유지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다. 예를 들어 CMOS센서의 픽셀이 8bit라면 0에서 
255까지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 값은 128이 
된다. 

[그림 3]과 같이 중간 값 알고리즘은 CMOS 영상 한 
프레임의 모든 픽셀 값들의 합한 후 영상 한 프레임의 
픽셀 개수로 나눈 값이 128이 되도록 노출시간을 제어
하는 것이다. 

그림 3. CMOS센서의 이상적인 노출시간

중간 값 알고리즘에서 영상 이미지의 밝기정도는 아
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10].

        (1)
where:

Bl Mean brightness level of image
k Constant
L Mean luminance of the scene
G Gain of the AGC-Circuit
T Exposure time
F F-Number

k, G, F는 고정 값이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배경 밝기 L, 제어 가능한 노출시간 T를 이용하여 다음 
영상 프레임의 Bl 값이 128에 가깝게 노출시간을 조정
하는 것이다. 

중간 값 알고리즘의 장점은 빠르고 간단하다는 장점
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CMOS 센서의 출력이 선형이라
는 가정에서 출발하였고 갑작스러운 밝기변화에 대하
여 포화된다는 단점이 있다[11].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 간의 짧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한 프레임 
안의 모든 픽셀 값들을 더하고 평균할 수 있도록 FPGA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중간 값 알고리즘
에 단순 비례제어가 아닌 PID제어를 적용하였다.

2. CMOS 영상 센서 및 임베디드 시스템 구성
2.1 CMOS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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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CMOS 영상 센서의 성능이 발달하여 
CCD 영상 센서와의 성능과 차이를 찾기 힘들어졌다. 
CMOS 이미지 센서는 Active Pixel Sensor(APS)라고 
불리는 독립적인 센서 어레이로 구성이 된다. 장점으로
는 단전원으로 동작하며 전력소모가 적으며 블루밍 현
상이 없다. 또한 랜덤으로 특정 픽셀에 접근이 가능하
고 아날로그 성분과 디지털 성분이 한 칩에 통합이 가
능하다.

단점으로는 Dark Current, Fixed pattern 
noise(FPN), Temporal noise가 존재한다. 

Dark Current는 통합노드에서의 누설전류이다[12]. 
전체 이미지 센서 어레이에 따라서 다르며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FPN은 디바이스에 기인하며 센서들간의 접
촉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다. FPN은 오프셋 FPN과 
Gain FPN으로 구성된다[13].

본 논문에서는 CMOSIS사의 CMV300이라는 
CMOS 영상 센서를 적용하였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648 * 488 active pixels on a 7.4um pitch
2. Frame rate 480 frame/sec@640*480 resolution
3. Dark current: 120 e/s (@ 25C die temperature) 
4. Fixed pattern noise: <4 LSB

2.2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 구성
CMOS 영상 센서 제어와 CMOS 영상 데이터를 실

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 4]와 같이 회로
카드를 설계 제작하였다. 회로카드는 CMOS 영상 센서
와 프로세서와 FPGA 역할을 하는 ZYNQ로 구성이 되
어 있다. 자일링스사의 ZYNQ는 FPGA와 ARM 코어가 
통합된 칩이다.

그림 4. CMOS 이미지 센서와 ZYNQ가 탑재된 회로카드

아래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ZYNQ 내부 설계
는 VHDL로직으로 구성된 CMOS Controller와 프로
세서 역할을 수행하는 ARM 코어로 구성된다. 

CMOS Controller는 ARM코어와 
AMBA(Advanced Micro controller Bus 
Architecture)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으며 CMOS 영상
신호 제어, 영상 데이터, 모든 픽셀의 평균 값 등을 실
시간으로 송수신한다. 

그림 5. CMOS영상 제어 획득을 위한 기능 블럭도

CMOS 영상 센서에서 출력되는 전체 영상 648*488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제작된 회로카드의 GUI 
프로그램과의 통신이 최고속도 10Mbps HDLC통신이
므로 30Hz 속도로 전체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132*100 픽셀 영상만 획득하
여 실험에 적용하였다. 통신을 HDLC에서 고속의 
Ethernet통신으로 설계 변경을 한다면 전체 영상을 실
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고
속의 Ethernet 통신을 이용하여 전체 영상을 영상 처
리할 예정이다. 

그림 6. CMOS 센서에서 132*100 픽셀만 적용

CMOS 영상 센서는 위 [그림 6]과 같이 132*100 픽
셀 영상 데이터를 Monochrome 형태로 30Hz 속도로 
ZYNQ에 아래 그림과 같이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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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7]과 같이 8bit로 구성된 1픽셀은 
24MHz로 출력되고 132개의 픽셀(1라인)이 출력되면 
그 다음 라인이 출력된다. 이렇게 100개의 라인이 출력
되면 영상 한 프레임이 출력되는 것이다. 영상 한 프레
임과 그 다음 영상 프레임간의 간격은 1/30초(30Hz) 
이다. 

그림 7. CMOS 영상 출력 타이밍

CMOS 영상 센서의 노출시간을 ZYNQ에서 이산 신
호를 이용하여 조절한다. 아래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T_EXP1 신호를 토글 시킨 후 영상 프레임 요구 
핀(FRAME REQ)을 토글 시킬 때까지의 시간이 노출 
시간이 되고 노출 시간이 된다.

CMOS 영상 센서가 영상을 만드는 필요한 시간은 
Frame Overhead Time이며 Read out Time은 
CMOS 영상을 읽어가는 시간이 된다[14].

그림 8. 노출시간과 영상프레임간의 타이밍[14]

아래 [그림 9]는 노출시간에 따른 CMOS 센서 영상
이다. 아래 왼쪽은 짧은 노출시간(5ms)에 따른 영상이
고 오른쪽은 긴 노출시간(50ms)에 따른 영상이다[15].

그림 9. 노출시간에 따른 CMOS 센서 영상[15]

자동노출을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영상의 모든 픽셀 값을 다 더한 후 픽셀의 개수
로 나누어서 평균 값을 계산하는 부분이고 이 값을 바
탕으로 변하는 CMOS 영상 센서의 노출 시간이다[16].

ZYNQ안의 FPGA 로직 부분이 실시간으로 한 프레
임의 영상 데이터의 픽셀 값을 모두 더한 후 한 프레임
의 픽셀 값으로 나누게 된다. 

2.3 ZYNQ 설계
자일링스사 제품인 ZYNQ와 같이 CPU와 FPGA가 

결합된 이기종 내장형 시스템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
드웨어 설계의 장점을 결합한 HW/SW co-design 
platform으로 응용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17].

자일링스사의 ZYNQ는 PS(Processing System)부
분과 PL(Programmable Logic) 부분으로 구성이 된
다. PL은 FPGA(Field-Programmable Gate Arrays)
로 생각할 수 있다. FPGA는 여러 응용분야에서 사용되
고 있으며 유연성, 병렬처리, 통합 측면에서 유리한 점
을 가지고 있다[18].

실시간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기반의 고
속화가 요구되는 부분을 RTL(Register-Transfer 
Level) 아키텍쳐로 추출하고 Verilog 또는 VHDL를 사
용한다[19].

아래 [그림 10]은 ZYNQ를 나타내는 기능 블록도이
다. 

 

그림 10. ZYNQ 기능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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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는 APU(Application Processor Unit), 
Memory Interface, I/O Peripheral로 구성이 되며 
PL은 로직 블럭, 블록 램, DSP 슬라이스로 구성이 되
어 있다. 

또한 듀얼코어를 통해서 멀티 프로세싱이 가능하며 
각각의 프로세서는 OS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동작이 가
능하다[20].

PS의 APU는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RM 
Cortex Core가 탑재되어 있으며 CMOS 영상 센서의 
레지스터 셋팅, 영상처리, 노출시간 PID 제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PL은 실시간으로 CMOS 영상 센서의 영상 데이터 
수신 및 픽셀 값들을 합의 평균 값 을 구하게 된다. 

[그림 11]은 ZYNQ와 CMOS컨트롤러가 AMBA를 
통해서 강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림 11. ZYNQ & CMOS 컨트롤러 

3. PID제어를 이용한 실시간 자동노출
3.1 CMOS 영상 센서 모델
노출시간과 CMOS 영상 센서의 한 프레임내의 모든 

픽셀 값의 평균은 선형관계에 있다. 즉 노출시간이 길
이지면 한 프레임내의 모든 픽셀 값은 증가할 것이고 
짧아지면 한 프레임내의 모든 픽셀 값의 평균은 감소할 
것이다. 여기서 입력 값은 노출시간이고 출력 값은 한 
프레임내의 모든 픽셀 값의 평균이 될 것이다. 

System Identification 은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 즉 전달함수를 구하는 
과정이다[21].

본 논문에서는 MATLAB에서 제공하는 System 
Identification Toolbox를 이용하여 CMOS 영상 센

서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였다.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ystem 

Identification Toolbox는 실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간영역 또는 주파수 영역의 입력과 이에 따라 측정된 
실제 출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적 시스템을 수학적으
로 모델링해주는 툴이다[22].

그림 12. System Identification을 이용, 시스템의 입출력 
값으로 시스템 추정 및 검증

System Identification Toolbox를 이용하여 시스
템을 모델링을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30Hz(CMOS 영상 Frame Rate)로 다양한 노출
시간(동적 시스템의 입력 데이터)을 CMOS 영상 
센서에 입력

2) 다양한 노출시간에 따른 영상 한 프레임의 모든 
픽셀 값들의 합한 후 영상 한 프레임의 픽셀 개수
로 나눈 값 획득(동적 시스템의 출력 데이터)

3) System Identification Toolbox에 동적 시스템
의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에서 물리적 평형상
태를 만들기 위해서 오프셋 제거

4) 전체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 샘플 개수 중 반
은 시스템 추정하는 곳에 입력하고 나머지 반은 
추정된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곳에 입력한
다. 

5) 시스템 추정 및 검증을 바탕으로 여러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선형 모델과 비선형 모델들을 
생성, 또한 다양한 시스템 모델들에 대한 주파수 
응답, 과도응답, 출력 등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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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강건성은 시스템의 특성이 모델링한것과 
다르게 변하더라도 시스템의 안전성, 제어 성능, 외란 
제거 능력 등 원하는 기준치까지 달성할 수 있는 척도
로 볼 수 있다.

시스템의 강건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게인 마진
과 페이즈 마진을 대표적으로 사용하며 주파수 응답 특
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바람직한 안정성 마진은 게인 
마진은 6dB 이상, 페이지 마진은 30° ~ 60° 이며 아래 
[그림 13]에서 보는 것처럼 System Identification 
Toolbox를 통해서 획득한 CMOS 영상 센서 모델의 
주파수 응답 특성에서 보이는 게인 마진은 무한대이며 
페이즈 마진은 96.3°이다.

그림 13. CMOS 영상센서 모델의 마진

아래 [그림 14]는 CMOS 영상 센서 모델의 스탭 입
력에 대한 시간영역에서의 과도 응답 특성이다. 

그림 14. CMOS 영상 센서의 과도응답 특성

아래 [그림 15]는 이에 따른 노출 시간에 따른 한 프
레임 내의 평균 픽셀 값의 변화 추이다. 실내에서 측정
한 결과이며 노출시간이 20ms 이상부터는 아무리 노
출시간을 늘려도 평균 픽셀 값이 200을 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창한 날 실외를 바라보고 측정할 경우에
는 평균 픽셀 값이 240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5. 노출시간에 따른 프레임내의 평균 픽셀 값(실내)

아래 [그림 16]은 실제 CMOS 영상 센서 출력(평균 
픽셀 값)측정한 결과와 모델링된 영상 센서 모델의 시
뮬레이션의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CMOS 영상 센
서 모델과 89.38%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6. 측정값과 CMOS 영상 센서 모델의 시뮬레이션 값

다음 식은 위 과정을 거쳐서 얻어낸 CMOS 영상 센
서 모델의 전달함수 식이다. 

   

       (2)

위 전달함수를 CMOS 영상 센서의 플랜트로 볼 수 
있으며 이 플랜트에 PID제어기를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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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값을 알고리듬을 만족하는 자동 노츨 시스템을 개
발하였다. 

3.2 CMOS 영상 센서 노출시간 제어기 설계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제어기의 약 80%는 

고전제어에 해당되는 PID제어기이다[23].
PID 제어기는 구조가 단순한 반면에 제어성능은 우

수한 편이며, 제어게인 조정이 비교적 쉽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24].

아래 [그림 17]은 일반적인 PID 제어 루프이다. 
Gp(s)는 CMOS 센서를 나타내는 플랜트이고 Gc(s)

는 PID 제어기 이다. PID제어기는 오차신호인 E(s)를 
받고 제어 신호인 U(s)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서 C(s)
를 출력한다. D(S)는 입력 R(S)와 연관된 외란이다[25]. 
KP, KI, KD 는 비례, 적분, 미분과 관련된 PID게인 들
이다. 

그림 17. PID 제어 루프

다음 [그림 18]은 PID제어기를 통해서 CMOS 영상 
센서를 제어하는 플로우 챠트이다. 

다음 플로우 챠트와 같이 PID제어기가 실시간으로 
운용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고성능 
ZYNQ 덕분이다. 

ZYNQ의 FPGA 로직을 이용하여 CMOS 센서의 영
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병렬 처리하였고 그 결과를 
ARM 코어가 받아볼 수 있도록 FPGA 로직이 실시간으
로 고성능 버스인 AMBA를 통해서 데이터를 올려주었
기 때문이다. 

그림 18. CMOS 영상 센서 자동 노출시간 제어 플로우 챠트

시뮬링크에서 제공하는 PID 튜너를 이용하여 CMOS 
영상 센서 자동 노출 시스템이 다음과 같은 성능과 강
건성을 갖도록 다음 [그림 19]와 같이 PID 제어기를 설
계하였다. Rise Time은 시스템이 대략 특정 값에서 수
렴하는 것으로 예측될 때 그 근사값에 도달한 시간을 
의미한다. Settling Time은 목표 값과 지정한 특정 값
만큼 차이가 날 때, 그 값에 도달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Overshoot는 피크 값에 도달한 값과 수렴값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Gain Margin과 Phase Margin은 
시스템의 안정도를 나타낸다. Gain Margin이 크면 노
이즈에 대해서 강건해지지만 시스템의 응답이 느려진
다. Phase 마진이 크면 오실레이션 감소하고 작으면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당한 Gain Margin과 
Phase Margin은 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Rise Time : 1.06ms
- Settling time : 2.08ms
- Overshoot : 0.0 %
- Gain Margin : 7.24 db@ 31.6 rad/sec
- Phase Margin : 109 degree@ 2.94 rad/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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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PID제어기를 이용한 CMOS 영상 센서 자동노출

그리고 아래는 PID제어기의 게인이다. 
Proportional P : 0.0035
Integral I : 0.2151
Derivative D : 0
Filter Coefficient N : 100

아래 [그림 20]은 실험 구성이다. 

그림 20. CMOS 영상 센서를 이용한 야외영상 획득을 위한 
시험 구성

아래 전달함수는 제어기와 CMOS 모델을 포함한 전
체 CMOS 영상 센서 자동 노출 시스템에 대한 전달함
수이다. 

     

       

(3)

아래 [그림 21]은 오픈 루프 시스템에 대한 주파수 
응답 특성이며 나이퀴스트 다이어그램으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가로 축은 주파수이며 세로 축은 
크기와 위상을 나타낸다. 

그림 21. CMOS 센서 자동노출 시스템의 마진

아래 [그림 22]는 시스템의 나이퀴스트 다이어그램이
다. 가로 축은 실수 축이며 세로는 허수 축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CMOS 영상 센서 자동 노출 
시스템은 안정적인 폐루프 시스템이라는 결과를 나타
낸다. 

그림 22. CMOS 센서 자동노출 시스템의 나이퀴스트 
다이어그램

아래 [그림 23]은 시간영역에서의 스텝 입력에 대한 
시스템 응답이다. 가로 축은 시간이며 세로 축은 계단
응답의 출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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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스텝 입력에 대한 시스템 출력

4. 실험 및 결과 
아래 [그림 24]는 CMOS 센서 제어 없이 노출 시간

에 따른 영상 비교 사진이다. 보는 바와 같이 노출시간
에 따라서 화면 밝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출
시간이 길어지면 화면이 전체적으로 밝게 나타나고 노
출시간이 짧아지면 화면이 전체적으로 어둡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상태에서 CMOS 센서를 제어하게 된다면 한 프레
임 내의 평균 픽셀 값이 중간 값(128)을 갖는 최적의 
영상 밝기를 갖는 노출시간을 유지할 것이다. 

그림 24. 노출시간에 따른 화면의 영상

제어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노출시간을 제어한 결
과는 아래 [그림 25-26]이다. 

아래 [그림 25]는 CMOS회로카드의 변경되는 노출
시간에 따라서 한 프레임 내의 평균 픽셀 값이 실시간
으로 디버깅 상태에서 SDK(Software Development 
Kit)에서 출력되는 장면이다. 노출시간에 따라서 평균 
픽셀 값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5. 노출시간에 따른 평균 픽셀 값

위 [그림 25]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노출시간의 역
수인 expo_v 값이 증가하면 노출시간이 줄어든다. 노
출시간이 줄어들면 한 프레임 내의 평균 픽셀 값을 나
타내는 total_pixel_v 값이 감소하게 된다. 즉 화면이 
전체적으로 어둡게 나타나는 것이다. 

아래 [그림 26]은 PID제어기에 의해서 외란에 의해
서 주변 밝기가 변해도 한 프레임내의 평균 픽셀 값이 
제어에 의해서 중간 값 128에 수렴하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가로 축은 ms 단위로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축이며 세로는 평균 픽셀 값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개의 외란에 대하여 
2 프레임이 갱신되는 시간(66ms)이내에 중간 값 128
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실시간성이 확
보 된 것이다. 이렇게 실시간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은 ZYNQ의 FPGA를 활용하여 설계를 진행한 결과이
다. 

그리고 시험 중간에 빛 환경에 변화를 주어 외란을 
임의적으로 만들었으며 이 외란에 대하여도 평균 픽셀 
값이 100 ~ 200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외란한 강건한 시스템이 설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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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6. 한 프레임내의 평균 픽셀 값

5. 결론 및 향후계획
기존의 CMOS카메라의 자동노출 방법은 중간 값 알

고리즘에 의해서 비례 제어를 통해서 노출시간을 조종
하는 방법이었다. 이 방법은 정지 영상과 같이 실시간
성이 필요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주행 중인 자동차의 블랙박스 같이 주변 빛 
환경이 빠르게 변하게 되며 이에 맞추어서 노출시간도 
실시간으로 반응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ZYNQ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CMOS 영상 한 프레임의 평균 픽셀을 획득하였고 노출
시간을 조종함으로서 실시간성을 확보하였고 PID제어
를 통해서 강건하고 빠른 반응속도를 가지는 CMOS 자
동노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우리가 원하는 강건하고 실시간성을 가지는 
자동노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향후에는 CMOS 영상회로카드를 휴대할 수 있도록 
수정 개발하여 자동차 안에서 바깥화면을 촬영하여 주
행 중에 속도를 하나의 입력으로 산정하여 노출시간, 
주행속도 이렇게 2개의 인풋을 가지는 PID제어기를 설
계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즉 멀티 변수를 갖는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멀
티 시스템의 특징은 2개 이상의 입력 또는 2개 이상의 
출력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출력은 입력의 영향을 받
으며 외란과 노이즈로 표현이 된다[26]. 이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튜닝 기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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