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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new image cache algorithm for real-time implementation of high-resolution color image warping. 

The cache memory is divided into four cache memory modules for simultaneous readout of four input image pixels in consideration 

of the color filter array (CFA) pattern of an image sensor and CFA image warping. In addition, a pipeline structure from the cache 

memory to an interpolator is shown to guarantee the generation of an output image pixel at each system clock cycle. The proposed 

image cache algorithm is applied to an FPGA-based real-time color image warping, and experimental results are presented to show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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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영상 센서 및 디지털 반도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전 시

스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제품 생산에서의 조립 및 검

사 시스템[1], 차량용 블랙박스 및 주행/주차 보조 시스템, 보

안 시스템 및 의료 시스템[2] 등 비전 시스템의 활용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영상 센서와 임베디드 시스템

을 결합한 임베디드 비전 시스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임베디드 시스템은 일반 컴퓨터 시스템에 비하여 연

산 성능이 부족하여 실시간 성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

러한 임베디드 비전 시스템에서의 연산 성능 부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영상 전처리(preprocessing) 과정을 FPGA 등의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외곽선 검출을 위한 

소벨(Sobel) 연산의 적용[3], 실시간 얼굴 검출을 위한 국부 

이진 패턴(local binary pattern) 연산[4], 그리고 스크린 왜곡의 

실시간 보정[5] 등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다양한 영상 전처리 

과정 중에서 본 논문은 FPGA 등의 하드웨어를 활용한 실시

간 영상 워핑(image warping)을 다룬다. 

영상 워핑은 입력 영상의 각 픽셀에 2D 좌표 변환을 적용

하는 영상 처리 방식으로서 영상 왜곡 보정[6], 스테레오 비

전을 위한 영상 정렬(image rectification) [7], 그리고 파노라믹 

영상 합성을 위한 영상 스티칭(image stitching) [8] 등에 활용

된다. 영상 워핑의 실시간 구현은 좌표 변환 연산, 영상 버퍼 

접근, 그리고 보간 연산으로 구성된다. 실시간 영상 워핑에서

의 보간 연산은 대부분 4개의 입력 영상 픽셀에 대한 쌍일차 

보간(bilinear interpolation)으로 구현된다[9-13]. 좌표 변환 연산

은 오프라인(off-line)에서 미리 수행하고 룩업테이블(Look-Up 

Table, LUT)로 저장하는 방식이 활용되는데[9], LUT를 저장할 

메모리가 필요한 대신 온라인(on-line) 연산 방식에 비하여 하

드웨어 구조가 단순하여 구현이 용이하다[10]. 또한, 효율적인 

영상 버퍼 메모리 접근을 위하여 영상 데이터 캐시(cache)의 

활용이 제시되었으며[11], 영상 프레임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메모리 접근 특성을 고려한 오프라인 캐시 스케줄링 방식이 

제안되어 매우 단순한 캐시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12]. 

한편, 비전 시스템에 활용되는 영상 센서는 고해상도 컬러 

센서로 발전하고 있다. 컬러 영상에 대한 영상 워핑과 관련

해서는 일반적인 CMOS 영상 센서(CIS: CMOS Image Sensor)

에서 출력되는 컬러 필터 배열(CFA: Color Filter Array) 영상에 

영상 워핑을 적용함으로써 RGB 컬러 영상에 색상별 영상 

워핑을 적용하는 방식보다 연산량을 1/3로 줄이는 방식이 연

구되었다[13]. 하지만 기존 영상 데이터 캐시는 흑백 또는 

RGB 컬러 영상 워핑에 대하여 연구되었으며 CFA 영상 워핑

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고해상도 센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력 픽셀 생성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컬러 영상 캐시의 구조 및 캐시에서 보간 연산까지의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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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시간 영상 워핑 시스템. 

Fig.  1. Real-time image warp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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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구조 등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의 영상 워핑 시스템에서 고해상도 

컬러 영상의 실시간 워핑을 위한 컬러 영상 캐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실시간 연산 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CFA 영상 워

핑을 활용하며[13], 영상 워핑의 좌표 변환을 오프라인에서 

수행하는 LUT 방식을 활용하여 하드웨어 구조를 단순화한

다[9]. LUT 방식을 사용하지만 영상 버퍼로 사용하는 

SDRAM에 LUT를 같이 저장함으로써 LUT용 별도 메모리를 

추가하지 않는다. 제안하는 컬러 영상 캐시는 기본적으로 오

프라인 캐시 스케줄링 방식을 활용하여 영상 버퍼로부터 캐

시 메모리로의 캐시 로드(cache load)를 간편하게 구현한다

[12]. 보간 연산에 사용되는 4개의 입력 영상 픽셀은 캐시 메

모리에서 읽어오는데, 4개의 픽셀을 동시에 읽어내기 위하여 

캐시 메모리를 4개의 캐시 메모리 모듈로 분할한다. 여기서 

4개의 픽셀이 항상 4개의 서로 다른 캐시 메모리 모듈에 저

장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2차원 CFA 패턴 좌표의 짝/홀수에 

따라 저장될 캐시 메모리 모듈을 결정한다. 또한, 캐시 메모

리 주소 생성으로부터 보간 연산까지의 모든 과정에 파이프

라인 구조를 적용하고 영상 워핑 디지털 회로의 마스터 클럭

마다 출력 픽셀이 생성되도록 하여 출력 픽셀 생성 속도를 

최대화한다. 제안된 컬러 영상 캐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실

시간 컬러 영상 워핑 하드웨어의 전체 구조를 제시하고, 실

험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제안된 캐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 실시간 영상 

워핑에 대한 소개와 실시간 처리 속도 개선을 위한 기존 연

구 결과, 그리고 고해상도 영상 워핑에서의 문제를 기술한다. 

III장에서는 컬러 필터 배열을 고려한 캐시 메모리 분할, 캐

시 메모리 구조 및 보간 연산을 고려한 파이프라인 구조 등 

고해상도 컬러 영상 워핑의 실시간 처리를 위한 영상 캐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영상 캐시 알고리즘을 활용한 

전체 실시간 컬러 영상 워핑 시스템의 구조를 제시하고, 실

험 환경 및 결과를 IV장에서 기술한다. 결론 및 추후 과제를 

마지막 V장에 요약한다. 

 

II. 영상 워핑 실시간 구현 

1. 영상 캐시를 활용한 실시간 영상 워핑 

그림 2에는 입력 영상에 2D 좌표 변환 H 를 적용하는 영

상 워핑을 나타내었다. 통상적으로 래스터 스캔(raster scan) 

순서의 출력 영상 좌표 (x, y)에 대한 입력 영상 좌표 (u, v)를 

다음 관계로부터 구하는 역방향 매핑(reverse mapping) 방식을 

적용한다. 

 1( , ) ( , ) ( , )u v H x y m nα β
−

= = + +  (1) 

여기서 m 과 n 은 정수, 0 ,α≤ 1β < 는 소수부를 의미하며, 

모든 (x, y)에 대한 (u, v)를 오프라인에서 미리 연산하여 저장

하는 LUT 방식을 사용한다. 온라인에서는 LUT에 따라 (u, v) 

주변 4개의 입력 픽셀로부터 다음의 쌍일차 보간을 적용하

여 출력 픽셀을 구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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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역방향 매핑 기반 영상 워핑[9]. 

Fig.  2. Reverse mapping-based image warping [9]. 

 

 

(a) RGB color image warping after CFA interpolation. 

 
(b) CFA image warping before CFA interpolation. 

그림 3. 실시간 컬러 영상 워핑[13]. 

Fig.  3. Real-time color image warping [13]. 

 

(2)의 연산에 필요한 입력 영상 픽셀은 SDRAM의 영상 버

퍼에 저장되는데, 비순차적 접근에서 입출력 속도가 저하되

는 SDRAM의 한계와 메모리 접근을 줄이기 위한 입력 영상 

픽셀 재사용을 고려하여 그림 1과 같이 영상 캐시를 활용한

다. 보간 연산에 활용될 입력 영상 픽셀을 미리 영상 버퍼로

부터 캐시 메모리로 로드하여야 하는데, 영상 워핑에서는 좌

표 변환 H 가 결정되면 입력 영상 픽셀을 참조하는 순서가 

결정되며, 이는 모든 영상 프레임에서 동일하다. 이를 바탕으

로 캐시 로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오프라인에서 미리 연산하

여 별도 LUT로 저장함으로써 매우 단순한 영상 캐시를 구현

할 수 있다[12]. 

한편, 대부분의 컬러 영상 센서에서는 CFA를 활용하여 한 

픽셀에서 한가지 색상만을 측정하며, CFA 보간(CFA 

interpolation)을 통하여 RGB 컬러 영상으로 복원된다. 그림 3

에는 이러한 CIS를 활용한 실시간 컬러 영상 워핑을 나타내

었다. 그림 3(a)는 CFA 영상을 RGB 영상으로 컬러 복원 후 

R, G, B 색상별 영상을 각각 워핑하는 것으로 흑백 영상 대비 

3배의 연산이 필요하다. 반면, 그림 3(b)의 CFA 영상 워핑 방

식에서는 CFA 영상을 워핑한 후 RGB 영상으로 컬러 복원하

므로 그림 3(a) 방식 대비 연산 부하는 1/3로 감소한다[13]. 

일반적인 컬러 영상 센서에서는 베이어(Bayer) CFA를 가장 

널리 사용하는데, R과 B 픽셀보다 두 배 많은 G 픽셀을 G1

과 G2로 구분함으로써 보간 연산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다

[14]. G 픽셀에 대한 보간 연산 구조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You Jin Lee and Jung Rae Ryoo 



고해상도 컬러 영상 워핑의 실시간 구현을 위한 영상 캐시 알고리즘 

 

645

그림 4(a)에 나타낸 다이아몬드 형태의 G 픽셀 보간 연산 구

조에서는 R과 B 픽셀과 다른 별도의 가중치 연산이 적용되

었으나, 그림 4(b)에 나타낸 정사각형 형태 보간 연산 구조는 

R과 B 픽셀과 동일한 형태로 보간 연산 수행이 가능하여 구

현이 용이하다. 

2. 해상도별 실시간 영상 워핑의 처리 속도 

비전 시스템에 탑재되는 영상 센서는 점차 고해상도 센서

로 발전하고 있다. 고해상도 영상의 실시간 워핑에 필요한 

처리 속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1에는 512x512 해상도 영상

과 1920x1080 해상도의 HD (High Definition) 영상을 실시간 

워핑하기 위한 필요 처리 속도를 비교하였다. 두 가지 해상

도 모두 30 FPS (Frames Per Second)를 가정할 때, HD 영상에서

는 초당 60 MPixel의 출력 픽셀을 생성하여야 한다. 150 MHz

의 시스템 클럭 주파수를 가정할 때, HD 영상 워핑에서는 한 

개의 출력 픽셀 생성에 2 클럭 사이클만 허용된다. 결국, 캐

시 메모리에서 보간에 사용할 4개의 입력 영상 픽셀을 읽어

내어 (2)의 보간 연산을 2 클럭 사이클 내에 처리하기 위해

서는 컬러 영상 워핑에 적합한 캐시 메모리 구조가 필요하며, 

캐시 메모리로부터 보간 연산까지의 전체 파이프라인 구조

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영상 캐시는 흑백 영상 워핑에 사용하도록 연구되었

으며, 동시에 여러 픽셀을 읽어낼 수 없는 구조이므로 표 1

의 요구 사양을 만족할 수 없다[12]. 이 문제는 그림 5와 같

이 4개의 모듈로 분할된 캐시 메모리 구조를 활용하여 해결

할 수 있다[10]. 그림 5(a)와 같은 캐시 메모리 구조에서는 4

개의 입력 픽셀을 읽어내는데 4 클럭 사이클이 소요되는 반

면 그림 5(b)와 같은 분할 구조를 적용하면 4개 픽셀 데이터

를 동시에 읽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는 흑백 영상에 

대한 영상 버퍼 메모리 분할에 그림 5의 구조를 활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컬러 영상 워핑을 위한 캐시 메모리 구조의 

연구가 필요하며, 보간에 사용되는 4개 픽셀이 서로 다른 캐

시 메모리 모듈에 저장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파이프라

인 구조에서 초기에 발생하는 시간 지연 현상 등 피할 수 없

는 시간적 오버헤드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매 클

럭 사이클마다 출력 픽셀을 생성하기 위한 영상 캐시 구조 

및 파이프라인 최적화 문제를 다룬다. 

 

III. 고해상도 컬러 영상 워핑을 위한 영상 캐시 알고리즘 

1. 고해상도 컬러 영상 워핑 시스템 

그림 6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영상 캐시 알고리즘을 

활용한 컬러 영상 워핑 시스템의 전체 하드웨어 구조를 나타

내었다. CIS에서 출력된 영상 데이터는 더블 버퍼(double 

buffer) 방식으로 영상 버퍼에 저장되고, LUT는 보간에 적용

할 픽셀의 위치와 가중치를 오프라인에서 미리 연산한 것으

로 시스템 초기화 과정에서 SDRAM에 저장된 후 이후에는 

읽기만 한다. 그림 6에서 각 블록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CIS IF: CIS의 영상 데이터를 SDRAM에 저장하기 위한 영

상 신호 인터페이스. 

▪ SDRAM Controller: 영상 데이터를 영상 버퍼에 저장하고, 

영상 버퍼로부터 영상 데이터 및 LUT를 읽기 위한 제어기. 

▪ Cache Memory: 보간에 사용될 픽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

간으로 FPGA 내부 메모리 활용. 

▪ Interpolation: 캐시 메모리에서 읽어온 4개의 픽셀 데이터와 

LUT에서 읽은 가중치를 활용하여 보간 연산. 
 

2. 영상 캐시 알고리즘 

고해상도 CFA 영상 워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산 처리 

속도를 최대화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메모리 액세스 시

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캐시 메모리를 분할하여 보간에 사용

되는 4개의 픽셀을 동시에 읽어온다. 분할한 캐시 메모리 모

듈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캐시 메모리 모듈에서 4개의 픽

셀을 동시에 읽어올 때, 다음 4가지 항목을 적용하여 각 픽

셀이 서로 다른 캐시 메모리 모듈에 저장되도록 한다. 

B G

G R

B G

G R

B G

G R

B G

G R

 

B G1

G2 R

B G1

G2 R

B G1

G2 R

B G1

G2 R

(a) Diamond G interpolation. (b) Square G1G2 interpolation.

그림 4. G 픽셀 보간 연산 구조. 

Fig.  4. G pixel interpolation structure. 

 

표   1. 실시간 영상 워핑의 필요 처리속도. 

Table 1. Required processing speed for real-time image warping. 

Image resolution 512x512 (0.25 MP) 1920x1080 (2 MP)

Frame rate 30 FPS 

Pixel rate 7.5 MP/s 60 MP/s 

System clock freq. 150 MHz 

Clock cycle/pixel 20 cycles 2 cycles 

 

1 Memory

Interpol.

4 times read  

M0

4 Memory

Interpol.
M1

M2

M3

1 time read

(a) 1 cache memory module. (b) 4 cache memory module. 

그림 5. 캐시 메모리 구조. 

Fig.  5. Cache memory structure. 

 

그림 6. 컬러 영상 워핑 시스템 FPGA 구조. 

Fig.  6. FPGA for color image warping. 

Image Cache Algorithm for Real-time Implementation of High-resolution Color Image War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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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캐시 메모리 모듈. 

Fig.  7. Cache memory module. 

 

▪ 모든 픽셀에 대하여 정사각형 보간 연산 구조를 적용. 

▪ 입력 영상 좌표를 B-G1-G2-R의 베이어 패턴 좌표 ( , )p q

로 구성. 

▪ 4개의 캐시 메모리 모듈 M0, M1, M2, M3으로 캐시 메모리

를 분할. 

▪ ( , )p q 의 짝/홀수에 따라 영상 데이터를 캐시 메모리 모듈

에 선택 저장. 

 

각 B, G1, G2, R 픽셀 사이 거리는 2 픽셀이므로, 베이어 패

턴 좌표는 2 픽셀 단위의 좌표라 할 수 있다. ( , )p q 와 

( , )u v 의 관계는 (3)으로 표현된다. 

 ( , ) ( / 2, / 2)p q u v=  (3) 

그림 8에는 CFA 영상 보간에서 출력 픽셀을 생성하기 위

하여 사용되는 4개의 입력 픽셀을 나타내었다. 출력 픽셀 

out
P 은 인접한 4개의 픽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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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는 보간 기준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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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을 기준으로 0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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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β < 의 범위를 가지며, 
,m n

P 이 어떤 캐시 메모리 모듈에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 캐시 메모리 모듈의 어드레스 연산

이 수행되고 읽어온 픽셀 데이터가 
,

,
m n
P

2,
,

m n
P

+ , 2
,

m n
P

+
 

2, 2m n
P

+ +
에 매칭된다[10]. 

,m n
P 이 캐시 메모리 모듈에 저장되

는 4가지 경우를 그림 9에 나타내었으며, 이에 대한 픽셀 데

이터 매칭은 표 2에 나타내었다. 분할된 캐시 메모리를 활용

하면 메모리 액세스에 소요되는 사이클을 1/4배로 감소시킬 

수 있어 처리 속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LUT 및 영상 데이터는 영상의 해상도와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캐시 메모리 어드레스와 가중치 정보가 포함된 

LUT 크기를 감소시키는 영상 캐시 구조를 적용한다[15]. 기

존 연구에서는 영상 블록과 동일한 크기의 캐시 블록을 사용

하여 각 픽셀의 캐시 블록 좌표를 포함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보간에 사용되는 4개의 픽셀이 하나의 캐시 블록에 포함

되도록 영상을 캐시 메모리에 중복 로드한다. 그림 10에 영

상의 중복 로드를 나타내었으며, 이에 따라 LUT 크기를 감

소시킬 수 있다. 

3. 파이프라인 구조 

매 클럭마다 출력 픽셀을 생성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구조

를 적용한다. 캐시 메모리의 어드레스 연산을 위하여 곱셈기

가 사용되며, 곱셈기를 사용하면 최초 소요되는 사이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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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FA 영상 보간. 

Fig.  8. CFA image interp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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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보간 연산 픽셀 매칭. 

Fig.  9. Matching of pixels for interpolation. 

 

표   2. 캐시 메모리 모듈로부터의 픽셀 데이터 매칭. 

Table 2. Matching pixels from each cache memory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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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M1 M0 M3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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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중첩 영상 로드[15]. 

Fig.  10. Overlapped image loa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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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시간 지연이 생기므로 곱셈기에서 소요되는 사이

클 수를 고려한 파이프라인 구조를 적용한다. 그림 11에 5단

계의 파이프라인 구조를 제시하였으며 각 단계에서 수행되

는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Stage1: LUT 읽어옴. 

▪ Stage2: 각 캐시 메모리 모듈 어드레스 연산. 

▪ Stage3: 각 캐시 메모리 모듈 어드레싱 및 LUT에서 읽어온 

가중치의 곱셈 연산. 

▪ Stage4: 가중치 곱셈 연산 결과와 캐시 메모리에서 읽어온 

픽셀 데이터의 곱셈 연산. 

▪ Stage5: 출력 픽셀을 FIFO에 저장. 

 

최초 픽셀 데이터 생성을 위해 필요한 사이클 수는 5 사이

클이지만, 이후에는 1 사이클마다 출력 픽셀 생성이 가능하

여 처리 속도를 최대화할 수 있다. 

 

IV. 실험 및 결과 

1. 실험 환경 

그림 12에는 실시간 영상 워핑 시스템 실험 환경을 나타내

었다. FPGA는 Xilinx의 Spartan6를 활용하며 EVM 보드에 CIS 

인터페이스용 보드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CIS는 640x512 해

상도의 M111 센서를 사용하는데, 문제를 단순화하는 차원에

서 512x512 해상도의 컬러 영상으로 활용한다. LUT 및 영상 

데이터 저장용 메모리는 150MHz DDR2 SDRAM을 사용하는

데, 픽셀당 4 Byte로 총 1 MByte의 LUT와 총 0.5 MByte의 영

상 데이터가 저장된다. 입력 영상과 워핑 결과 영상을 동시

에 PC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USB3.0과 GigE Vision 인터페이

스를 활용하였다. 64개의 CB를 사용하면 전체 영상의 25%를 

로드할 수 있는데, IB가 중복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약 100 

KByte의 캐시 메모리를 사용한다. 

 

그림 12. 실험 환경. 

Fig.  12. Experimental environment. 

 

2. 테스트 패턴 영상을 활용한 하드웨어 검증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영상 캐시 알고리즘을 적용한 영상 

워핑 하드웨어의 정확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테

스트 패턴 영상을 활용한 영상 워핑 실험을 수행하였다. 테

스트 패턴 영상 실험에 FPGA 내부에서 생성한 512x512 해

상도의 베이어 CFA 영상과 오프라인에서 임의의 회전 변환

이 적용된 LUT를 활용한다. FPGA 워핑 결과와 PC 워핑 결

과 영상의 비교를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좌측에는 CFA 영

상, 우측에는 RGB 컬러 영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13(a)와 (b)

는 원본 영상이며, 그림 13(c)와 (d)에는 FPGA 워핑 결과 영

상을 나타내었다. FPGA 워핑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

(a) 5 Stage-pipeline structure. 

nm
P

,

nm
P ,2+

2,2 ++ nm
P

2, +nm
P

out
P

Cβ

Cα

 

(b) 3 Stage for interpolation. 

그림 11. 파이프라인 구조. 

Fig.  11. Pipeline structure. 

 

(a) Original CFA image. (b) Original RGB image. 

(c) FPGA warped CFA image. (d) FPGA warped RGB image.

(e) PC warped CFA image. (f) PC warped RGB image. 

그림 13. 테스트 패턴 영상 및 워핑 결과 영상. 

Fig.  13. Test pattern image and warped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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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PC에서 워핑하여 결과 영상을 비교하였다. 그림 13(e)

와 (f)에는 PC 워핑 결과 영상을 나타내었다. FPGA 워핑 결

과 영상과 PC 워핑 결과 영상을 육안으로 비교하여 보았을 

때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픽셀 데이터 값을 직접 

비교하였을 때 2개의 픽셀 데이터 값에 최대 1 LSB의 오차

가 있으나, 이 오차는 PC에서의 부동 소수점 연산과 FPGA

에서의 고정 소수점 연산 방식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허용 

가능한 오차로 볼 수 있다[9]. PC 워핑과의 비교를 통하여 

FPGA 워핑의 정확성을 확인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영상 캐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3. CMOS 영상 센서를 활용한 영상 워핑 

CMOS 영상 센서를 활용하여 실시간 FPGA 워핑 결과 영

상을 확인한다. 그림 13의 테스트 패턴 영상에 적용하였던 

것과 동일한 좌표 변환을 적용한 후 원본 영상과 FPGA 워핑 

결과 영상을 확인한다. 그림 14에 실험 결과 영상을 나타내

었다. 그림 14(a)와 (b)는 원본 영상이며, 그림 14(c)와 (d)는 

FPGA 워핑 결과 영상이다. 결과 영상은 30 FPS으로 실시간 

워핑이 가능하다. 영상 워핑의 실제 어플리케이션인 렌즈 왜

곡 보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카메라 고유의 내부 매개변수를 

활용하여 카메라 좌표계에서 영상 좌표계로의 좌표 변환 관

계를 추출하고[16], 추출한 좌표 변환 관계를 바탕으로 렌즈 

보정용 LUT를 생성하여 구현된 하드웨어에 적용하였다. 렌

즈 왜곡 보정 결과를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그림 15(a)와 (b)

의 원본 영상에서 렌즈 왜곡으로 인하여 영상이 휘어진 현상

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그림 15(c)와 (d)에서 렌즈 왜곡이 

보정된 결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테스트 패턴 영상 실험을 통하여 구현한 하드웨어의 정확

성을 검증하였고, CMOS 센서 영상 실험에서 영상 워핑의 실

시간성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여 제안

한 영상 캐시 알고리즘을 적용한 영상 워핑 시스템의 실용성

을 보였다. 

 
(a) Original CFA image. (b) Original RGB image. 

 
(c) FPGA warped CFA image. (d) FPGA warped RGB image.

그림 15. 렌즈 왜곡 보정 어플리케이션. 

Fig.  15. Lens distortion correction application.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고해상도 컬러 영상 워핑의 실시간 구현을 

위하여 컬러 영상 캐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캐시 메모리

를 4개의 캐시 메모리 모듈로 분할하여 1개의 출력 픽셀 생

성에 필요한 4개의 입력 영상 픽셀을 캐시 메모리에서 동시

에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캐시 메모리 주소 생성 및 

보간 연산을 고려한 파이프라인 구조를 적용하여 출력 픽셀 

생성 속도를 최대화하였다. 결국 컬러 영상 워핑을 위한 디

지털 회로의 시스템 클럭마다 1개의 출력 픽셀이 생성된다. 

제안한 컬러 영상 캐시 알고리즘을 포함한 전체 컬러 영상 

워핑 시스템을 구현하고,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방식의 타당

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512x512 해상도의 컬러 영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확인

하였지만 1920x1080 해상도의 HD 컬러 영상에 대해서도 적

용이 가능하며 이를 추후 과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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