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징 기반의 영상 점묘화 기법

김동연 O1 손민정 1 이윤진 2 강형우 3 이승용 1 

1POSTECH 컴퓨터공학과, 2 아주대학교 미디어학부, 3University of Missouri, St. Louis 

spiff@postech.ac.kr, sionson@postech.ac.kr, yunjin@ajou.ac.kr,  

kang@cs.umsl.edu, leesy@postech.ac.kr 

Feature-based Image Stippling 

Dongyeon KimO1  Minjung Son1  Yunjin Lee2  Henry Kang3  Seungyong Lee1 

1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POSTECH, 2Division of Digital Media, Ajou 

University, 3Dept. of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University of Missouri, St. Louis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중요한 특징을 강조하는 점의 분포를 가지는 자동화된 점묘화(stippling) 제작 

방법을 제시한다. 예술가의 점묘화 일러스트 작품을 살펴보면 영상의 특징을 강조하는 방향성이 있는 

점들을 사용해서 회화적인 느낌을 살림과 동시에 사물의 형태를 좀 더 명백히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연구된 기존 점묘화 기법 알고리즘은 입력 영상의 특징적인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색조에 따른 점의 밀도 변화만으로 사물을 표현하기 때문에 사물의 형태가 제대로 드러

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본 방법에서는 점의 분포가 대상의 형태를 반영하며 분포되게 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사물의 특징적인 형태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영상의 특징선으로부터 추출한 특징 흐름

(feature flow)을 따라 점을 배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입력 영상의 색조(tone)를 점묘화에 반

영하기 위해 점의 크기가 입력 영상의 색조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도록 한다. 

1. 서  론 

 

영상을 점으로 표현하는 기법은 비사실적 

렌더링(Non-Photorealistic Rendering), 디지털 

하프토닝(Digital Halftoning) 등 컴퓨터 그래픽스의 여러 

분야에서 시도된 중요한 기법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펜과 잉크를 사용하는 점묘화 기법(stippling)은 

영상의 색조를 점으로 이루어진 단색 영상으로 

표현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기존 점묘화 기법 알고리즘은 점 샘플링 측면에서 

고려되어 왔다. 점들이 고르게 분포되면서 무작위성을 

유지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입력 영상의 색조에 따라 

점의 밀도가 조절되는 여러 점묘화 기법들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런 기법들은 입력 영상의 

특징적인 형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예술가가 그린 헤드컷(hedcut) 

일러스트 작품(그림 1)과 같이 점의 분포가 대상의 

형태를 따르는 점묘화 기법을 제시한다. 본 방법에서는 

점의 분포가 영상의 특징적인 형태를 따름으로써 

중요한 특징을 강조하는 효과를 내며, 효과적인 회화적 

표현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단순한 매개변수 조절을 통해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 전문 헤드컷(hedcut) 일러스트 예술가 (Randy 

Glass)의 점묘화 작품 (www.randyglassstudio.com) 

 

2. 관련 연구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연구된 점묘화 기법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로노이(Voronoi) 기반 점묘화 기법[1]은 Lloyd 

방법으로 CVD(Centroidal Voronoi Diagram)을 계산하여 

점의 간격을 결정하는 기법으로, 점들을 고르게 

분포시킬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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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가중치(weighted) 보로노이 기반 점묘화 기법[2]의 

경우, 입력 영상의 밝기에 따라 점의 밀도를 

조절함으로써 기존 방법에 비해 영상의 특징은 잘 

표현할 수 있지만 속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점묘화 기법에서 점들이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는 

것과 분포된 점들이 일정한 패턴을 이루지 않도록 

무작위로 분포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점묘화 관련 연구에서는 복잡한 점 

샘플링 알고리즘이 사용되어 왔다[3, 4, 5]. 이 

알고리즘들은 일초에 수백만 개의 점을 생성하는 매우 

빠른 알고리즘들이지만 입력 영상의 색조만 고려한 

점묘화 결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인 영상의 중요한 특징을 강조하는 점묘화 

기법에는 사용되기 힘들다. 

기존에도 영상의 특징을 고려한 점묘화 기법에 대한 

연구[6, 7]가 일부 있었지만 이를 점의 배치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한 특징 기반 점묘화 기법의 전체 

흐름도는 그림 2와 같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점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색조 맵(tone map)과 

점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라인 맵(line 

map)을 생성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라인 

맵으로부터의 거리 변환을 통해 특징 흐름(feature 

flow)을 생성하고 그로부터 오프셋 선(offset line)들을 

추출한다. 이렇게 얻어 낸 오프셋 선들을 Lloyd 방법의 

제약 조건으로 사용하여 점 위치 최적화를 수행한다. 

최적화된 점 위치에 색조 맵을 바탕으로 크기가 변화된 

점을 렌더링하고, 라인 맵과 결합하여 최종 결과 영상을 

완성한다. 

영상 입력 

↓ 

전처리 과정 

↓ 

특징 흐름 추출 

↓ 

점 위치 최적화 

↓ 

점 렌더링 

↓ 

결과 영상 출력 

그림 2. 전체 흐름도 

 

3.1. 전처리 과정 

입력 영상은 흑백화 과정을 통해 흑백 영상으로 

변환된다. 이렇게 얻은 흑백 영상 T(x)를 색조 맵이라 

부르고 점의 크기 조절 등 색조 관련 작업에 사용한다.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라인 맵 L(x)는 T(x)로부터 

특징선(feature line)을 찾아서 만든다. 특징선을 

뽑아내는 라인 드로잉 방법은 영상의 흐름을 고려하여 

선을 뽑아내는 기존 방법[8]을 사용한다. 예제 입력 

영상에 대한 라인 맵 생성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a) 입력 영상 (b) 라인 맵 

그림 3. 라인 맵 생성 결과 

 

3.2. 특징 흐름 생성 

특징 흐름이란 영상의 각 픽셀에 대해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특징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벡터장(vector 

field)을 의미한다. 이를 구하기 위해 특징선으로부터 

거리 변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구한 거리 맵을 특징 

흐름으로 정의하여 오프셋 선 추출에 사용한다. 

 

  3.2.1. 거리 변환 

거리 변환을 통한 거리 맵 D(x)의 계산 과정에는 

Jump flooding 방법[9]을 사용한다. 이 방법에서는 각 

점핑 단계에서 영상의 각 픽셀 x=(x,y)에 대해, 

x i, y j , i, j k, 0, k 에 위치한 아홉 픽셀이 

시드(seed)로 저장하고 있는 픽셀들의 위치를 확인, 

해당 시드 픽셀들까지의 거리 중 최소거리 및 해당 

시드의 위치를 저장한다. 매 점핑 단계에서 k값을 

절반으로 줄여가며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nⅹn 

영상에 대해 log n 번의 점핑 단계를 거쳐 완성된 거리 

맵을 얻을 수 있다(그림 4(b)). 이 방법은 시드 개수에 

상관없이 수행에 동일한 시간이 소요되며, GPU로 

구현될 경우 상당한 속도 향상을 보인다는 장점이 있다. 

 

  3.2.2. 오프셋 선 추출 

오프셋 선은 거리 맵에서 거리 값을 일정 간격으로 

샘플링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m이 샘플링 간격, 

w가 오프셋 선의 두께라고 했을 때, 정수값 i에 대해 

m · i,m · i w  의 거리값 범위 안에 있는 픽셀이 

오프셋 선에 속하게 되며 흑색으로 그려진다(그림 4(c)). 

이렇게 구해진 오프셋 선 영상에서 선이 그려지지 않은 

백색 영역을 따라 점들이 나열되게 되며, 이 때 이러한 

백색 영역을 오프셋 레인(offset lane)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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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력 영상 (b) 거리 맵 (c) 오프셋 선 추출

그림 4. 특징 흐름 생성 

 

3.3. 점 위치 최적화 

오프셋 선과 특징선을 구한 후에 영상 상에 실제 

점을 배치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먼저 점 초기화 과정을 

통해 점을 전체 영상에 균일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오프셋 선을 제약조건으로 사용하는 Lloyd 방법을 통해 

점들이 특징 흐름을 따르도록 그 위치를 최적화한다. 

 

  3.3.1. 점 위치 초기화 

 빠른 점 위치 초기화를 위해 특징선이 그려지지 

않은 나머지 영역에 일정 간격을 갖는 그리드 형태로 

점을 배치한다. 점 샘플링 간격 r은 인접한 오프셋 레인 

사이의 거리 m과 같은 값으로 지정해서 영상 전체에 

지름 m을 갖는 원형 점이 촘촘히 배치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점의 샘플링 간격과 오프셋 레인의 거리를 같게 

함으로써 한 오프셋 레인 안에서 점의 간격, 즉 특징 

흐름 방향 점들의 간격과 이에 수직인 인접한 오프셋 

레인에 위치한 점들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3.3.2. 제약된 Lloyd 방법 

 초기화된 점들은 Lloyd 방법을 통해 최적화된다. 

먼저, 점들의 위치로부터 보로노이 다이어그램(Voronoi 

diagram)을 만든다. 이 때에도 거리 맵을 계산할 때 

사용한 Jump flooding 방법을 사용한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만든 후에 각 보로노이 

영역의 무게중심을 구하고 무게중심으로 점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단, 기존의 

CVD(Centroidal Voronoi Diagram) 방법과는 다르게 

무게중심을 구할 때 제약조건을 추가해서 점들이 특징 

흐름 방향을 따르도록 한다.  

무게중심을 구하는 식은 식 (1)과 같다. 

c ρ w · x  (1)

여기서 x 는 보로노이 영역의 i번째 픽셀이고, w 는 각 

픽셀에 대한 가중치 값, ρ ∑ w 는 가중치 정규화 

항이다. 일반적인 Lloyd 방법에서는 모든 픽셀에 대해 

w 1인 셈이다. 

 본 방법에서는 특징선을 고려하여 사각형 타일을 

배치하는 방법[7]에서 영감을 얻어 각 보로노이 영역이 

오프셋 선을 따라 배치되도록 가중치 항을 수정해 

주었다(그림 5). 보로노이 영역의 일부 픽셀이 오프셋 

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픽셀에 대해 w 0 으로 

지정하여 무게중심을 계산할 때 사용하지 않도록 

제약조건을 추가해 준다. 

 

이와 같은 방법은 각 보로노이 영역의 무게중심을 

오프셋 레인의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그 

결과 보로노이 영역이 오프셋 선을 따라 고르게 

분포하게 된다. 그림 6은 제약된 Lloyd 방법을 적용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배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a) 입력 영상 (b) 초기 배치 (c) 최종 배치 

그림 6. 제약된 Lloyd 방법을 사용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배치 변화 

 

3.4. 점 렌더링 

점의 위치가 결정된 후에 특징선과 점의 렌더링 

과정을 거치면 점묘화 영상이 완성된다. 점의 크기는 

색조 맵 T(x)를 참조하여 색조가 밝은 영역에는 크기가 

작은 점을 찍고, 색조가 어두운 영역에는 크기가 큰 

점을 찍게 된다. 색조 맵 값에 따른 점 크기를 구하는 

식은 식 (2)와 같다. 

 

(a) m=5, γ=1.3 (b) m=6, γ=1.3 (c) m=7, γ=1.3 

 

(d) γ=1.0, m=6 (e) γ=1.5, m=6 (f) γ=2.0, m=6 

그림 7. 매개변수 조절 

 

 

(a) (b) (c) 

그림 5. 오프셋 선을 사용한 보로노이 영역 배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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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결과 영상 1 (b) 결과 영상 2 (c) 결과 영상 3 

그림 8. 흐름 기반 영상 점묘화 결과 영상 

 

s x s · 1 T x /
 (2)

여기서 s 는 가장 큰 점의 크기를 나타내고, γ는 

색조 보정을 위한 감마 보정 항이다. γ가 클수록 결과 

영상의 색조 대비가 더 커지게 된다. 오프셋 선의 간격 

m과 감마 보정값 γ  조절에 따른 결과 영상 변화는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펜티엄 4 3.2GHz CPU, 

nVIDIA GeForce 8800GT 그래픽 카드의 시스템 

환경에서 수행하였다. 640ⅹ480 영상에서 결과 영상을 

구하는 데 약 1.5분이 걸리며, 약 8,000~12,000개의 

점이 생성된다. 입력 영상에 따른 결과 영상은 그림 

8과 같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중요한 특징을 강조하는 점의 

분포를 갖는 점묘화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영상의 특징선으로부터 특징 흐름을 계산한 후, 그를 

통해 얻어진 오프셋 선을 제약 조건으로 사용하는 

Lloyd 방법으로 점을 배치하였다. 그 결과 점들이 영상 

전체에 균일한 밀도를 가지면서 영상의 형태를 

반영하는 결과 영상을 만들 수 있었다.  

특징 흐름을 계산할 때 영상에 내재되어 있는 3차원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면 3차원 물체의 입체감을 

살리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향후 연구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비디오 영상에 확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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