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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그래디언트의 히스토그램 (HOG)에 기반한 적응적 평활화 필터를 이용하여 스캔된 하프톤 문서의 하프톤 잡음 제

거 방법을 제안한다. 하프톤 잡음은 잡음의 편차가 커서 에지 영역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므로 일반적인 에지 보존 평활화 필터를 적용할

경우에는 잡음 제거 효과가 떨어진다. 또한 인쇄물에 주로 사용되는 집중형 도트 방식의 하프톤은 컬러 영상에서 채널간의 간섭 현상으로 인

해 모아레 패턴을 생성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캔된 하프톤 문서의 하프톤 잡음과 모아레 패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하프톤 잡

음의 방향성에 기반한 적응적 평활화 필터 방법을 제안한다. 하프톤 잡음의 경우 영상의 에지와 달리 등방성을 가지므로 영상을 블록 단위로

나누어 지배적인 에지의 크기와 방향성을 살핌으로써 적응적 평활화 필터를 구성할 수 있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은 다양한 인쇄 매체

를 통해 생성된 하프톤 문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하프톤 잡음을 제거하면서도 영상의 에지를 보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a novel descreening method using HOG(histogram of gradient)-based adaptive smoothing filter is proposed. 
Conventional edge-oriented smoothing methods does not provide enough smoothing to the halftone image due to the edge-like 
characteristic of the halftone noise. Moreover, clustered-dot halftoning method, which is commonly used in printing tends to create 
Moire pattern because of the intereference in color channels. Therefore, the proposed method uses HOG to distinguish edges and 
the amount of smoothing to be performed on the halftone image is then calculated according to the magnitude of the HOG in the 
edge and edge normal orientation. The proposed method was tested on various scanned halftone materials, and the results show 
that it effectively removes halftone noises as well as Moire pattern while preserving image details.

Keyword : descreening, halftoning, Moire pattern, adaptive smoothing,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Ⅰ. 서 론

잡지나 신문과 같은 인쇄물은 흑백 또는 CMYK와 같은

제한된 잉크의 색상으로 연속계조를 표현하기 위해 하프톤

패턴을 사용한다. 인쇄물에 주로 사용되는 하프톤 방식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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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도트 방식으로 연속계조에서의 픽셀의 밝기에 따라 도

트의 크기에 변화를 줌으로써 밝기의 정도를 표현한다. 하프

톤 잡음은 이렇게 생성된 하프톤 영상과 원래의 연속계조

영상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람의 눈의 경우, 저주

파 통과 필터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일정 거리 이상에서 하프

톤 영상을 바라볼 경우에는 이를 연속계조의 영상으로 인식

하게 되며, 따라서 하프톤 잡음 또한 두드러지지 않게 된다.
하프톤 잡음은 하프톤 문서를 스캔하여 사용하게 될 경

우에 문제가 된다. 사람의 눈과 달리 스캐너는 하프톤 문서

를 한 줄씩 인식하게 되므로 스캔하기 전에 저주파 통과

필터 효과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이미 스캔된 문서에 저주

파 통과 필터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영상의 디테일을 제

거시켜 화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더욱이, 스캐너의 CCD 크
기와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그림 1에서와 같이 하프톤

도트가 스캐너 CCD와 어떻게 위치하는지에 따라서도 스캐

너에서 읽어 들이는 하프톤 도트의 배열이 달라질 수 있다.

(a) 입력된 하프톤 영상 (b) (a)의 스캔된 하프톤 영상

(c) 입력된 하프톤 영상 (d) (c)의 스캔된 하프톤 영상

그림 1 . 입력된 하프톤 영상과 스캔된 하프톤 영상
Fig. 1.  Input halftone image and its scanned image

그림 1의 (a)와 (c)에서의 입력된 하프톤의 크기와 형태

는 동일 하지만 하프톤이 스캐너에 배치되는 위치에 따라

서 스캔되는 형태는 각각 (b)와 (d)처럼 달라진다. 이러한

경우, 이전 하프톤 도트의 배열의 주기와 새로 변경된 하프

톤 도트의 배열의 주기가 서로 간섭을 일으켜 모아레 패턴

을 생성하게 된다.
모아레 패턴은 특정한 무늬를 형성하여 하프톤 영상의 화

질을 크게 저하시키게 되는데, 이는 컴퓨터 모니터 상의 디

스플레이 목적으로 스캔된 하프톤 영상의 크기를 줄이거나, 
혹은 다시 프린트할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영상의 화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스캔된 문서의 하프톤 잡

음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영상 내 하프톤 잡음을 제

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프톤 주파수를 검출하여 해

당 영역에 저주파 통과 필터를 통과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주파수 영역 상에서의 하프톤 잡음과 영상의 에지는 서로

섞여 있어 이를 구분해 내는 것이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하여 [3]에서는 Fast Accumulation Function (FAF)를 이용

하여 각 스캔 열에서의 영상의 밝기 차이로부터 하프톤 주파

수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하프톤의 주파수

가 일정한 경우에는 잘 적용될 수 있으나 스캔된 하프톤 영

상과 같이 하프톤 주파수에 변형이 일어나 그 주기가 일정하

지 않은 경우에는 하프톤 주파수를 알아내기 어렵다는 단점

이 있다. 좀 더 안정적인 하프톤 잡음 검출을 위하여 [4]에서

는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에서의 정보와 함

께 공간 영역에서의 정보도 사용한다.
[2]에서는 비등방성 확산에 의한 평활화와 에지 검출을

위한 특징 추출 필터를 사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비등방성 확산 필터는 영상의 그래디언트를 특징으로 하여

에지 영역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구성된다. 이 방법은 하프

톤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나 에지 영역 근처의 하프톤

잡음에 대한 제거 효과는 떨어진다.
효과적으로 하프톤 잡음을 제거 하기 위해 제안하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먼저 국부 그래디언트 방향을

이용하여 영상 내에 하프톤 잡음이 있는 영역과 디테일이

보존되어야 하는 에지 영역을 구분하고 이 후, 에지의 방향

과 강도에 따라 적응적으로 평탄화를 수행함으로써 영상의

디테일을 보존하면서 효과적으로 하프톤 잡음을 제거한다.

Ⅱ. 본 론

1. 평활화 필터를 이용한 잡음 제거

평활화 필터링은 각 픽셀의 밝기값을 정의된 이웃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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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평균으로 대체함으로써 잡음을 제거한다. 정의된 이

웃의범위가 좁은 경우에는 잡음 제거 효과가 떨어지는 반

면, 광범위한 영역에걸친평활화는 영상의 디테일을 손실

시켜 영상이 흐려진다. 따라서 영상의 디테일은 보존하면

서도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에지를 제외한

영역에 대한 평활화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적응적 평활화 필터 기법들은 영상의 잡음의 편차가 신호

자체의 편차보다 작다는 전제 하에 영상의 에지를 구별하

기때문에 하프톤 잡음과 같이 잡음의 편차가 심한 경우에

는 영상의 에지와 잡음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2. 제안하는 방법

2.1 하프톤 잡음과 영상 에지 구분
제안하는 방법은 하프톤 잡음과 영상의 실제 에지를 구

별하기 위하여 하프톤 잡음과 실제 에지 사이의 그래디언

트 방향성의 차이를 이용한다. 그림 2의 (a)는 하프톤 잡음

의 그래디언트 방향성을 나타내며, (b)는 실제 에지의 그래

디언트 방향성을 나타낸다. 하프톤 잡음의 경우, 에지와 유

사한 그래디언트 크기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c)와 같이

블록 전체 영역에서의 하프톤 잡음의 그래디언트는 각각의

(a) 하프톤 잡음의 방향성 (b) 에지의 방향성

(c) (a)의 HOG (d) (b)의 HOG

그림 2 . 스캔된 하프톤 영상에서의 하프톤 잡음과 에지의 HOG 비교
Fig. 2.  Comparison of HOG of halftone noise and edge

방향에서의빈(bin)의 크기가 고루나타나는 등방성을갖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b)의 에지 영역에서의

블록 전체의 방향성은 (d)와 같이 한 방향(135°)이 두드러

지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은 스캔된 하프톤 영상의 잡음과

에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HOG(Histogram of Gradient)를
이용하며, 이에 따라 검출된 에지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 필

터의 형태가 적응적으로 변화하는 가우시안 평활화 필터를

적용한다. 영상의 지역적 에지를 구별하기 위한 그래디언

트의 방향은 0°, 45°, 90°, 135°의 4-방향과 이에 대칭되는

성분으로 표현한다.
그래디언트의 크기는 영상의 에지와 수직인 방향에서 가

장 크게 측정되므로 HOG에서의 가장 큰 빈의 방향(135°)
은 지배적인 에지와 수직인 방향이 되고, 이와 반대 방향

(45°)은 지배적 에지 방향을 나타낸다. HOG로부터 지배적

에지의 방향을 계산하여 이와 평행한 방향으로 적응적 평

활화 필터를 적용하면 영상의 에지를 보존할 수 있다.

2.2 HOG를 이용한 적응적 평활화 필터
제안하는 적응적 평활화 필터는 앞에서 언급한 영상의

지배적인 에지의 방향과 크기에 의존한다. 지배적인 에지

의 방향을 y 축으로 두었을때, 2D 가우시안 적응적 평활화

필터는 다음과 같다.

·exp 



  (1)

여기서 K는 임의의 상수이며, σx와 σy는 각각 x와 y축으

로의 편차를 의미한다. 제안하는 평탄화 과정은 식 (1)의
2D 가우시안 필터를 따르며, 필터의 방향과 크기가 영상

내 에지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 변화할 수 있도록 σx와 σy는

다음의 식 (2)와 같이 결정된다.

( )( )2
expi ia b magnitude HOG cs = × - × +é ùë û (2)

식 (2)에서 magnitude(HOGi)는 해당 방향의 빈의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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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변수 a, b, c는 필터의 평활화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a는 에지가 아닌영역에서의 평활화 정도를 결정하

며, b는 에지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울기 크기에 적용되

는 가중치를 의미하며, 변수 c는 에지 영역에서의 평활화

정도를 결정한다.
식 (1)에 의해 필터의 형태가 결정되고 나면 영상과 필터

의 방향을 일치시켜 주기 위해 지배적인 에지의 방향을 나

타내는 식 (3)의 dir(HOGi)와 평행하도록 식 (4)와 같이 필

터를 회전시켜 준다.

( ) ( )arg maxidir HOG magnitude HOGii
= = (3)

( )( ) ( )( )
( )( ) ( )( )

' cos sin

' sin cos
x x

x x

x x dir HOG y dir HOG

y x dir HOG y dir HOG

= +

= - +
(4)

필터의 회전을 고려하였을때영상에 적용되는최종적인

필터 h'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exp  
′


′  (5)

식 (5)의 필터를 입력된 하프톤 영상에 적용함으로써 하

프톤 잡음이 제거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2.3 에지 화질 개선
앞 절에서의 지배적 에지에 따른 적응적 평활화 필터링

은 하프톤의 평활화 수행 과정으로 인하여 영상의 색상을

전반적으로 옅어지게 하는 효과를 낸다. 따라서 원본 영상

과 같은 또렷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에지 영역에서의 화질

개선을 후처리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하

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한다.





 
∈

 

 
∈

 (6)

여기서 는 픽셀좌표에서 입력 영상의 밝기

값이며  는 식 (5)의 제안하는 필터를 영상에 적용

하였을 때의 결과를 의미하여, 가중치 M은 임의의 상수이

다. 식 (6)은 마스크 내의 원본 영상의 평균밝기와 제안하

는 필터를 적용하였을때의 평균밝기값의 차를 가중치로

사용하며, 하프톤 잡음을 제거하였을 때의 결과 영상이 원

본 영상 보다 밝을 경우에는 영상을 좀 더 밝게 나타내고

반대의 경우에는 영상을 좀 더 어둡게 하여 에지 영역을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Ⅲ. 실 험

제안하는 방법을 평가하기 위하여 잡지와 신문 등의 인

쇄물과 연속 계조 영상을 레이저 복합기및프린터로 출력

한 하프톤 영상을 사용하였다. 하프톤을 생성하는 방식은

인쇄 매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스캐너를 통해 들어오는 문

서의 하프톤 방식을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하프

톤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종류의 프

린터를 이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프린터는 Fuji Xerox 
DocuPrintTM C1190FS, HPTM CP1215, HPTM CP3525, 
HPTM CM1017, LexmarkTM C544, SamsungTM CLP- 670, 
BrotherTM MFC-9450, Konica MinoltaTM 5440 등이며, 하
프톤 영상을 스캔하기 위해서는 SamsungTM SCX- 6555과
HPTM scan 4070 PhotosmartScanner를 사용하였다. 제안하

는 방법의 성능 비교를 위하여 bilateral filter와
HFD(Hardware-Friendly Descrening)[2]

가 사용되었다. 제
안하는 방법의 파라미터는 K = 1, a = 1.8, b = 0.015, 그리

고 c = 0.1를 사용하였으며, bilateral filter와 제안하는 방법

의 마스크의 크기는 HFD와 동일한 7x7을 사용하였다.
그림 3은 300-dpi로 스캔된 영상에 하프톤 제거 과정을

적용하였을때의 결과이며, 그림 4는 그림 3의 (a)에 표시되

어 있는선을 따라 단면의 프로파일을 나타낸결과이다. 그
림 3 (b)의 가우시안 필터의 경우 영상이 전체적으로 흐려

지는 결과를 나타내며, (c)의 bilateral filter의 경우, 영상 내

에지를 보존하는 과정에서 하프톤 잡음이 에지로 잘못구

분되어 영상에남아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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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캔된 하프톤 영상 (b) 가우시안 필터 (c) BLF

(d) HFD (e) 제안하는 방법

그림 3. 하프톤 잡음 제거 결과
Fig. 3. Descreend results

그림 4. 그림 3의 에지 단면도
Fig. 4. Profile of Figure 3

의 HFD와 (e)의 제안하는 방법은 가우시안 필터처럼 하프

톤 잡음을 제거하면서도 bilateral filter와 같이 에지 영역을

보존한다. 그림 4의 영상의 단면도를 살펴보면 HFD가 제

안하는 방법에 비해 하프톤 잡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제거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제안하는 방법에서의 에지 영역이

더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는 레이저 프린터보다 하프톤 점의 크기가큰신문

을 600-dpi로 스캔한 영상에 하프톤 제거 방법을 적용한 결

과와 그 경계선을 추출한 결과이다. 경계선 결과를 살펴보

면 (b)의 bilateral filter의 경우 하프톤 잡음이 보존되어 남

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c) 의 HFD의 경우에도

비에지 영역에서의 하프톤 잡음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

나 에지 부분에서의 하프톤 잡음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 (d)와 (e)의 제안하는 방법은 에지와 비에지

영역의 하프톤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함과 동시에 에지

부분의 디테일 또한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e)의 경우, 에
지 부분을 더욱 또렷하게 강조시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

다. 이 외에도 수십여 자의 다양한 스캔 영상에 대하여 제안

하는 방법의 성능평가를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림

7은 그러한 실험 영상들 중의 일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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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프톤 (b) BLF (c) HFD (d) 제안하는 방법
(e) 제안하는 방법
+ 에지 화질 개선

그림 5. 하프톤 잡음 제거 결과와 경계선 추출 결과
Fig. 5. Descreen results and contours

(a) 원본 영상 (b) 하프톤 영상 (c) Bilateral filter

(d) HFD (e) 제안하는 방법

그림 6. 하프톤 잡음 제거 결과
Fig. 6. Descree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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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프톤 영상 (b) HFD (c) 제안하는 방법

그림 7. 하프톤 잡음 제거 결과
Fig. 7. Descreen results

정량적인 잡음 제거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영상의

PSNR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스캔된 하프톤 영상의 경우

원본 연속계조 영상과 픽셀 단위로 위치를 일치시키는 것

이 어려우므로 영상의 PSNR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속계조

의 영상에 집중형 도트 방식을 적용하여 임의로 하프톤 영

상을 생성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또한 실제 스캔 과정에

서는 영상에샘플링과정이포함되므로
[1] 생성된 하프톤 영

상에 저주파 필터를 적용하여 유사한 효과를 주었다. 측정

된 PSNR 결과는 표 1에 나타나 있으며, 그림 6-8은 PSNR 
측정에 사용된 실험 영상과 각각에 해당되는 결과 영상을

나타낸다.

Data set 하프톤 영상 Bilateral filter HFD 제안하는 방법

set 1 21.980 24.631 27.147 28.096

set 2 21.307 24.050 25.477 26.042

set 3 22.682 25.850 27.495 28.728

표 1. PSNR 측정 결과
Table 1. PSNR evaluation results

표 1에 의하면, bilateral filter의 경우 하프톤 영상에 비해

PSNR 값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으나, HFD와 제안하는

방법의 PSNR 값이 더 확연하게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HFD 방법의 경우, 에지 영역에서의 하프톤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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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남아있는 경향이 있으며 디테일이 많은 영역에서의

평탄화가 과도하게 일어나 제안하는 방법의 PSNR이 조금

더 높게 측정 되었다.

Ⅳ. 결 론

스캔된 하프톤 영상을 인쇄할 경우에는 하프톤 잡음의

영향과 스캐닝 과정에서 발생한 모아레 현상으로 인해 영

상의 화질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

캐닝 후에 하프톤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을 거쳐 연속계조

영상으로 변환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캔된 하프톤 영상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영상의 HOG 
특징의 방향성과 크기에 따라 적응적으로 필터의 형태가

변하는 가우시안 평활화 필터를 제안한다. 하프톤 잡음과

같이 잡음의 편차가큰 경우에는 영상의 에지와 잡음을 구

분하기 어려워평활화가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므로 제안하

는 방법은 하프톤 잡음과 영상의 에지의 방향성의 차이로

부터 HOG를 이용하여 실제 에지의 방향을찾는다. 제안하

는 방법의 필터는 검출된 지배적인 에지의 방향에 평행하

며 필터의 크기는 해당 방향의 HOG 빈의 크기에 따라 가

변한다.
실제 스캐닝 대상이 되는 하프톤 문서는 하프톤의 크기

와 형태가 다양하므로 잡지와 신문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

의 인쇄물을 스캔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 결과 제

안하는 방법은 효과적으로 하프톤 잡음과 모아레 패턴을

제거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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