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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스테 오 비  알고리즘을 ARM9 

로세서를 사용하는 SoC의 IP 개념으로 구 하 다. 구

하고자 하는 스테 오 비  시스템을 기능에 따라서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모듈로 나 어서 성능을 최

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SAD correlator는 한 

의 이미지에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능을 

우선시하여 하드웨어로 구성하 고, 소 트웨어는 

로세서를 기화 시키고, 인터럽트 처리와 SAD 

correlator, TFT-LCD controller, 메모리 등의 하드웨

어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firmware로 구성을 하

다. 메모리에 기 장된 상정보를 스테 오 비  알

고리즘을 이용한 결과를 외부 TFT-LCD 모듈에서 필

요로 하는 포맷에 맞게 변환시켜서 depth map을 출력

하는 시스템을 ARM922T 로세서가 내장된 Altera 

Excalibur를 target으로 설계하여 테스트 보드에서 정

상 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 다.

I. 서론 

  재 반도체 분야는 집 도의 향상으로 인해서 이

에 VLSI에서 설계된 요소들을 하나의 칩에 시스템을 

구 하는 SoC (System on Chip) 기술이 요한 분야

로 두되고 있다[1][5]. SoC는 마이크로 로세서를 

심으로 상이한 기능들을 하는 소자를 재사용이 가능한 

IP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하는 코어로서 설계한

다. 이미 완성된 IP를 이용하면 시스템 개발자는 짧은 

시간과 낮은 생산 비용으로 설계가 가능하고 새롭게 

설계되는 부분에 해서도 IP로 제작을 하게 되면 다

른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에도 재사용이 가능하여 더욱 

효율 인 설계가 가능하다[1][4]. 이러한 IP는 같은 시

스템에 사용되어지는 다른 IP들과의 연결성을 고려하

여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로 하게 구분하여 개발

하여야 한다[5]. 본 논문에서 구 하고자 하는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기본이 된 SAD (sum of absolute 

differences) 스테 오 비  알고리즘과 AMBA AHB

버스 랫폼에서 설계된 스테 오 시스템의 구성도를 

소개하고 효율 인 시스템 구성을 하여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모듈로 나 어 이를 ARM922T 로세서가 

내장된 Excalibur chip에 구 하 다.

II. SAD algorithm

  스테 오 비 은 서로 다른 이미지 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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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환경에 한 보다 세부화 된 3차원 지도를 제공

할 수 있다 [6][7]. 스테 오 매칭 알고리즘에는 SAD, 

SSD (sum squared differences), correlation, dynamic 

algorithm, rank transform 등이 있다. 이러한 스테

오 비  알고리즘들은 많은 연산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해선 하드웨어로 구 이 필요

하다. SAD 알고리즘은 덧셈으로 간단하게 구성이 가

능하고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

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SoC의 하드웨어로 구 하기에 합하다[2][3].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구 하고자 스테 오 시스템

의 하드웨어로 구성된 SAD correlator의 블록 다이어

그램을 보여 다. 카메라로부터 한 의 좌우측 상 

정보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 이들을 비교하여 두 

상 신호의 차이가 최소인 지 을 찾아내기 한 모듈

들로 구성되어 있다. 카메라에서 얻어진 상정보는 

서로 상 계에 있는 모든 도우를 나타내기에 충분

한 픽셀들을 장하기 한 긴 left와 right shift 

register로 입력된다. 그림 1의 두 shift register는 이미

지의 각 행에 해당하는 체 픽셀을 한 에 입력될 

수 있는 길이를 가진다. 복되는 연산을 최소화하고

자 두개의 shift register에서 동일한 크기의 도우를 

추출하여 buffer maker에서 미리 연산을 하여 결과를 

장하고 동시에 disparity calculator에 송하여 두 

상 신호의 유사성을 테스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minimum calculator를 통해서 비교된 상 신호들 

에서 차이가 최소인 신호를 찾아내게 된다. 결론으로 

도출된 최소 지 은 물체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지 을 찾아내는 도구로 사용된다[3].

그림 1. SAD calculator

III. AMBA AHB와 Altera Excalibur

  ARM에서는 on-chip에서의 IP간의 연결방법으로서 

버스구조를 가지는 interconnection에서의 로토콜로

서 AMBA AHB를 정의하고 있다[7]. 이 규격을 통해

서 AMBA AHB를 사용하는 랫폼들 간에서는 IP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재 SoC 설계에서는 

로세서로서 ARM을 많이 사용하여 메모리 제어 IP

와 주변 장치 련 IP등의 많은 IP들이 AMBA AHB

에 호환되는 IP로 재사용이 가능하여 설계 시간을 단

축시킬 수 있고 새로 설계된 IP도 재사용성이 높아지

게 된다.

그림 2. 스테 오 비  시스템 구성도

그림 2는 Altera사의 Excalibur의 AMBA AHB 랫폼

에 스테 오 비  시스템을 설계하 을 때의 버스 구

성도를 나타내고 있다[8]. Excalibur는 외부의 SDRAM

이 AHB1에 연결되어 있고, 다른 여러 주변장치나 

FPGA로서 활용 가능한 PLD 역은 AHB2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서 AMBA AHB기반의 SoC를 설계하고자 

할 때 간 검증단계에서의 테스트 베드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AMBA AHB에서 master 역할을 하는 모듈

로서 SAD calculator와 TFT-LCD controller가 PLD 

to stripe bridge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서 메모리로부

터 필요한 정보를 얻어오게 된다. Slave 역할을 하는 

IP로서 key pad controller, TFT-LCD controller와 

SAD controller register를 연결하여 필요한 제어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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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장하게 된다.

Ⅳ. 스테 오 비  SoC 설계

  본 논문에서 하드웨어 부분은 HDL로 기술하여 PLD

부분에 설계하고 반 인 동작의 제어와 인터럽트 처

리는 로세서를 이용하기 해서 소 트웨어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림 3은 설계된 스테 오 비  시스템의 

체 인 동작 순서를 나타낸다. 시스템이 기동되면 

체 시스템과 SAD calculator를 기화를 하게 된다. 

Key pad 는 UART를 통해서 스테 오 비  알고리

즘을 실행시키면 메모리에 장된 좌우측 상 정보를 

AMBA AHB 버스를 통해서 SAD calculator로 송하

게 된다(A). 송된 상 정보를 이용하여 SAD 

calculator에서 disparity 결과값이 계산되면 인터럽트

를 발생시키고(B) 로세서에서 이를 감지하여 메모리

의 result data으로 disparity 정보를 장하게 된다(C). 

Disparity 정보는 거리 정보를 나타내기 해서 depth 

map을 구성하여 다시 메모리에 장된다(D). Depth 

map 결과는 출력을 해서 TFT-LCD 디바이스가 요

구하는 포맷으로 변환되어 지고(E) 이를 TFT-LCD 

디바이스에 보내어 결과를 출력하게 된다(F).

그림 3. 스테 오 비  시스템 동작 흐름도

4.1 SAD calculator 설계 (Hardware)

    스테 오 비  시스템에서 SAD calculator부분은 

체 상 정보에 해서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기에 

목표로 하는 실시간 스테 오 비  시스템을 해서 

SAD calculator는 하드웨어로 구성을 하 다. II장에서 

설명된 SAD correlator의 구성도를 통하여 HDL로  

구성하 고 AMBA AHB 랫폼과의 연결을 해서 

다음의 사항들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 다른 IP간의 통신을 해서 SAD calculator의 

입출력을 AMBA AHB 랫폼에 합한 신호로 바

꾸어주는 wrapper의 설계가 필요하다. wrapper는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읽거나 쓰기 해서 

AMBA AHB 로토콜에 맞게 데이터의 송을 제

어하게 된다. 

▶ 스테 오 비  알고리즘은 메모리로부터 많은 

데이터를 읽고 쓰기 때문에 이를 소 트웨어 으로 

처리하게 되면 로세서의 자원 낭비가 심하고 효

율 이지 못하므로 메모리의 시작주소와 크기만을 

소 트웨어에서 제어해주고 메모리의 직 인 읽

기와 쓰기를 처리하기 한 DMA의 설계가 필요하

게 된다. 

▶ SAD correlator에서 연산된 결과는 다시 메모리

로 장되어 TFT-LCD로 출력하여야 한다. 메모

리로 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 트웨어에서 결과

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로그램하게 되면, 

결과가 발생하기 에는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

게 된다. 다른 IP와 연결되었을 경우에 효율성을 

해서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인터럽트 신호를 발

생하여 로세서가 이를 통하여 결과를 장하도록 

하 다. 

그림 4는 스테 오 비  시스템에서 핵심이 되는 하드

웨어 부분에 한 구성도이고, AMBA AHB 로토콜 

제어부분, DMA, register  control부분, SAD 

correlator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SAD calculator block diagram

4.2 스테 오 비  소 트웨어 설계

    소 트웨어를 구성하는데 가장 을 두어야 하

는 부분은 여러 인터럽트 요청을 최 한 실시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메모리 

사용의 최소화 되도록 구성되고 하드웨어로 작성된 IP

에 한 한 제어와 SoC의 체 인 구동을 책임

져야 한다. 스테 오 비  시스템의 테스트에서는 IP

의 수와 제어해야 할 부분이 많지 않고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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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 좌측 상 (b) 우측 상 (c) 스테 오 비  시스템 결과 상

calculator의 AMBA AHB 랫폼에서 정상 동작 여부

만을 확인하므로 로세서와 각 IP의 기화, 인터럽트 

요청에 한 처리, SAD calculator의 제어만을 구성하

여 firmware형태로 제작하 다. 인터럽트의 처리는 

SAD calculator의 성능을 최 화하기 해서 SAD 

calculator 련 인터럽트를 최우선으로 하고 

TFT-LCD, Key입력, UART순서로 우선순 를 두어 

처리한다. SAD calculator 제어 로그램은 key 입력

으로 인한 인터럽트의 경우 메모리로부터 SAD 

calculator로 좌우측 상 정보를 순서 로 송하고, 

SAD calculator로 인한 인터럽트의 경우는 SAD 

calculator로부터 메모리로 장한다. 마지막으로 

TFT-LCD로 인한 인터럽트는 다음번에 TFT-LCD로 

출력하는 이미지의 시작주소를 설정한다.

4.3 실행결과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설계된 스테 오 비  시스템

에 좌측 상이미지(a)와 우측 상이미지(b)를 메모리에 

장시키고 SAD 알고리즘을 실행시켜서 나온 

disparity결과를 depth map 이미지(c)로 변환하여 얻어

진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SAD 알고리즘을 이용한 스테 오 비

 시스템을 AMBA AHB 랫폼 기반의 SoC에 하드

웨어와 소 트웨어 모듈을 통하여 구 하 다. 최 화

된 성능을 얻기 해서는 IP의 기능에 따라서 하

게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모듈로 나 어서 설계하여

야 한다. AMBA AHB 랫폼에서의 스테 오 비  

시스템의 동작 검증을 해서 ARM922T를 사용한 

Altera Excalibur에서 TFT-LCD와 Key입력을 추가

으로 구 하여 그림 5에서처럼 Excalibur가 사용된 테

스트보드에서 스테 오 비  시스템을 설계하여 정상

으로 동작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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