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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hardware that improves the complexity of the CIE1931 color coordinate algorithm operation. The

conventional algorithm has disadvantage of growing hardware due to 4-Split Multiply operations used to calculate large

bits in the computation process. But the proposed algorithm pre-calculates the defined R2X, X2R Matrix operations of the

conventional algorithm and makes them a matrix. By applying the matrix to the images and improving the color,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amount of computation and hardware size. By comparing the results of Xilinx synthesis of

hardware designed with Verilog, we can check the performance for real-time processing in 4K environments with

reduced hardware resources. Furthermore, this paper validates the hardware mount behavior by presenting the execution

results of the FPGA board.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 CIE1931 색 좌표계를 이용한 색상 보정 연산의 복잡성을 개선한 하드웨어를 제안한다. 기존 알고리즘

은 연산 과정에서 큰 비트 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4-Split Multiply 연산으로 인해 하드웨어가 커지는 단점이 있다. 제

안하는 알고리즘은 기존 알고리즘의 정의된 R2X, X2R 연산을 미리 계산하여 하나의 행렬로 만들어 영상에 적용함으로써 연

산량 감소와 하드웨어 크기 감소가 가능하다. Verilog로 설계된 하드웨어의 Xilinx 합성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하드웨어 자원

감소와 4K 환경 실시간 처리를 위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PGA 보드에서의 실행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하드웨어

탑재 동작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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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차량 영상

처리 성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차량에서의

영상처리 기술은 카메라를 통해 전, 측방을 촬영하

며 차선, 사람 등 물체를 감지한다. 하지만 안개로

인해 가시성이 저하되어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물체를 감지하기 어려워 오인식하기

쉽고, 이후 영상 처리 과정에서 잘못 판단할 확률

이 높아지므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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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제거 알고리즘이 필요하며 현재도 관련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1]-[5].

안개 제거 알고리즘은 안개를 제거하여 가시성을

향상시킨다. 하지만 실제 물체의 고유 색상이 온전

히 반영되지 못하여 왜곡되고, 전체적으로 휘도가

낮아져 화질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후처리 알고리즘은 필수적이

다. 후처리 방법의 예로 히스토그램 평활화, 톤 매

핑, CIE1931 색 좌표계 변환법이 있다[6]-[8]. 히스

토그램 평활화는 영상의 명암 정보를 균일하게 분

포시켜 밝기를 개선하는 방법이고[6], 톤 매핑은 안

개 제거로 인해 낮아진 휘도를 높여 영상의 본래

밝기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7]. CIE1931 색 좌

표계 알고리즘은 기존 디스플레이 색역의 RGB 정

보를 XYZ 좌표로 변환 후, 목표하는 색역의 RGB로

재변환하여 색상을 개선하는 방식이다[8]. 이 중,

다양한 매개변수를 구하는 수식을 사용하는 톤 매

핑과 영상을 픽셀 단위로 나눠 연산하는 히스토그

램 평활화는 많은 연산량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

는 행렬 곱셈만을 사용하여 비교적 적은 연산량이

요구되는 CIE1931 색 좌표계 알고리즘의 사용을

제안한다.

자율주행 차량에 기술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하드

웨어 구현 또한 필수적이다. 이 때 차량에 탑재될

보드 내 주어지는 공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드

웨어의 크기가 작을수록 효율적이다. 하지만 제안

한 기존 알고리즘의 연산에서는 큰 비트 수를 사용

하여 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하드웨어 자원이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

존 CIE1931 색 좌표계 변환 알고리즘의 RGB to

XYZ, XYZ to RGB 행렬 계산을 하나의 행렬로 합

쳐 비트 크기와 연산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안

한다. 그 결과 기존 알고리즘으로 표현 가능한 색

역을 모두 표현했고, 하드웨어 구현 시 4K 환경 실

시간 처리를 위한 속도를 유지하며 연산에 사용되

는 게이트 수는 약 70% 감소시킬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기존 알고리즘과

개선된 알고리즘 연산에 대해 설명하고, 제안하는

하드웨어 구조를 소개한다. 또한, Xilinx 합성 결과

와 FPGA 보드에서의 실행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성능을 평가한다.

Ⅱ. 본론

1. CIE1931 색 좌표계 연산 알고리즘

CIE1931 색 좌표계 연산 알고리즘은 기존 디스

플레이 색역(이하 Measurement)에서 목표하는 색

역(이하 Target)으로 이동하는 알고리즘으로 아래

수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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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색역의 RGB 정보에 미리 수학적으로 정의

된 RGB to XYZ Matrix, XYZ to RGB Matrix를 곱

해 출력 색역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때 R2X,

X2R Matrix는 3×3 행렬로 Measurement, Target의

RGB 극점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변환된 색역은 위

Matrix 계수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고, 수식에 포함

되는 white point에 따라서 색 좌표의 중심이 달라

져 색 온도 또한 달라질 수 있다.

Fig. 1. Comparison among result images of algorithm.

그림 1. 알고리즘 결과 영상 비교

(11)



12 j.inst.Korean.electr.electron.eng.Vol.25,No.1,10～14,March 2021

(a) Measurement (b) Target

Fig. 2. Result of converting color gamut.

그림 2. 색역 변환 결과

그림 1의 (a)는 안개 영상이고 (b)는 (a)의 안개

제거 알고리즘 결과 영상(Measurement)이다[9].

(c)는 CIE1931 색 좌표계를 이용한 후처리 알고리

즘을 적용해 (b)의 색상을 개선한 결과(Target)이

다. (b)와 (c) 영상의 색상 차이는 하늘과 건물 등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고리즘 적용 전에 비해 색

역이 확장되어 다양한 색 표현이 가능해졌고, 부족

한 색을 보완하여 본래 물체의 색에 더 가깝게 표

현되었다.

그림 2에서 Measurement와 Target 영상의 색역 차

이를 확인할 수 있다. (a)에 비해 (b)의 표시된 색역이

더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Measurement의

XYZ 좌표 범위가 Target의 범위로 확장되어 색상

을 더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뜻한다. sRGB,

Adove RGB, DCI-P3 등 정의된 색역끼리도 변환

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한 RGB 범위로

도 색역을 변환할 수 있다. 이 때, XYZ 좌표값은

비율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세 좌표의 합이 1이

넘지 않아야 한다.

2. 기존 알고리즘의 단점과 수정 사항

기존 알고리즘은 정수부 3bit, 소수부 13bit로 총

16bit인 18개의 계수들이 곱셈과 덧셈을 거쳐야한

다. 이 계수들이 아무 처리 없이 연산에 들어가면

비트 수가 크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속도가 저하되

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큰 비트를 계

산할 때 Split-Multiplier/adder가 사용된다. Split은

비트를 쪼개어 계산 후 각각의 결과를 다시 합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하드웨어의 속

도를 향상시키고 Critical path를 개선시킬 수 있지

만 연산에 사용되는 게이트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크기가 커지는 단점이 있다.

Fig. 3. Split multiplier computation.

그림 3. Split-multiplier 연산

기존 알고리즘은 R2X Matrix는 Split 연산을,

X2R Matrix은 비트를 4부분으로 쪼개는 4-Split

연산을 사용하였다. R2X Matrix, X2R Matrix는

이미 정의된 행렬이기 때문에 두 행렬을 미리 곱해

하나의 정의된 행렬로 만들 수 있다. 계산된 하나

의 행렬을 사용할 경우 기존 알고리즘보다 적은 연

산량이 요구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정수부 3bit,

소수부 16bit로 총 19bit인 계수들이 사용된다. 계수

하나의 크기는 기존보다 크지만 이미 계산되었기

때문에 사용되는 계수는 총 9개이다. 계수가 연산에

서 여러 번 사용되는 기존 알고리즘은 곱셈 이후의

다른 계수 계산의 정확성을 위해 큰 비트를 계속 사

용한다. 하지만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계수를 한 번

만 사용하여 연산 결과의 비트 크기가 기존보다 작

기 때문에 이후의 덧셈 계산에서도 Split-Adder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3. 하드웨어 구현

Fig. 4. Proposal hardware.

그림 4. 제안하는 하드웨어

그림 4는 제안하는 하드웨어에서 사용되는 연산

을 나타냈다. 기존 알고리즘에서는 Split/4-Spli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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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ier가 각각 9개씩 사용되고 6개의 2-Split

Adder가 사용되었지만,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9개의 2-Split Multiplier만 사용된다. 또한, 기존 알

고리즘의 8bit의 입력 RGB와 16bit의 R2X/X2R 계

수들의 Split/4-Split Multiplier 계산 결과는 35bit

사용되었지만 수정 후에는 8bit RGB, 미리 계산된

19bit 계수들의 Split Multiplier 계산 결과 27bit만

사용되었다.

수정한 알고리즘에서 같은 입력 영상을 넣고Verilog

출력과 Matlab 출력을 비교하여 일치함을 확인하

였다.

4. 하드웨어 구현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하드웨어는 Verilog 언어로

설계했고 Modelsim으로 검증하였다. FPGA 구현

을 위해 Xilinx 사의 xc7z045-2ffg900 칩이 포함된

보드를 이용했다. 표 1과 2를 통해 기존 하드웨어

와 제안하는 하드웨어의 Xilinx 합성 결과를 비교

할 수 있다. 기존 하드웨어에서 4,425개의 레지스터

와 7,058개의 LUT를 사용한 반면[8], 제안하는 하

드웨어에서 사용된 레지스터와 LUT는 각각 991개,

2,372개로 하드웨어 자원을 약 70% 절약할 수 있었

다. 최대 동작 주파수는 기존 하드웨어 대비 약

0.1MHz 차이로 구현하였다. 해당 주파수는 4K

UHD 표준 규격인 3840×2160 해상도의 영상에서

38.1fps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

Table 1. Xilinx synthetic result of previous & proposal hardware.

표 1. 하드웨어 수정 전후의 Xilinx 합성 결과

Device xc7z045-2ffg900

Slice Logic
Utilization

Available
Previous HW
(Utilization)

Proposal HW
(Utilization)

Slice
Register(#)

437,200
4,425
(1.01%)

991
(0.23%)

Slice
LUTs(#)

218,600
7,058
(3.23%)

2,372
(1.09%)

Minimum
period(ns)

3.165 3.166

Maximum
Freq.(MHz)

315.956 315.856

* The EDA tool was supported by the IC Design Education

Center.

Xilinx 합성 이후 제안하는 하드웨어를 그림 5와

같이 FPGA 보드에 탑재하고 C언어로 구현된 플랫

폼에 연결하여 영상 처리 결과를 확인해보았다. 그

림의 상단에는 안개 제거 알고리즘을 거친 입력 영

상[10]과 출력 영상이 디스플레이된다. 하단의 버튼

들은 크게 Platform Control과 Algorithm Control

부분으로 나뉜다. Platform Control 부분은 영상의

입력과 재생, 정지를 조절할 수 있고 입ㆍ출력 영

상을 PC에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이 때 이미지 또

는 PC, 웹캠을 통해 입력받은 동영상이 입력으로

사용 가능하다. Algorithm Control 부분을 통해서는

R2X, X2R Matrix의 계수를 조절할 수 있다. sRGB,

Adobe RGB 등 미리 정의된 계수를 선택하거나 User

Defined 모드를 통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계수를 조

절할 수 있다. FPGA 보드는 PC의 플랫폼에서 입

력 영상과 Matrix 계수를 받아 실시간 처리를 통해

출력 RGB를 PC로 전송한다.

Fig. 5. Verification using FPGA board.

그림 5. FPGA 보드 구현을 통한 검증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CIE1931 색 좌표계 연산 알고리

즘의 많은 연산량으로 인해 하드웨어의 크기가 커

지는 단점을 개선한 연산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알고리즘의 정의된 R2X, X2R Matrix 연산을 하나

의 행렬 연산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기존에 사용

된 Split 연산의 사용 빈도가 감소되었다. 제안하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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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은 하드웨어 구현을 위해 Verilog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FPGA 환경의 구현을 위해 Xilinx

사의 xc7z045-2ffg900 칩이 포함된 보드를 사용하

였다. Xilinx 합성 결과는 기존 하드웨어 대비 전체

약 70% 감소된 자원을 사용하였고, 최대 동작 주파

수는 315.856MHz로 4K UHD 표준인 3840×2160

환경에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FPGA 보

드에 제안하는 하드웨어를 탑재하여 실행한 결과

정상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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