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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렉 초상화 렌더링

이경록†, 윤경현 ††

Lautrec Portrait Re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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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n-photo realistic Rendering is the one of the fields in Computer Graphics and many painterly

rendering techniques have been studying. However studies about a specific painter are still in a rarity.

Therefore in this paper, we studied about technique for generation of Henri de Toulouse-Lautrec’s

portraits. Toulouse-Lautrec was a painter in 19th century. His style of portraits was expressed as follows;

the sketch was drawn by conte or pastel in croquis style and colored only focused parts like faces on

the base colored area. For simulate this, we propose sequential technique about sketch style image

generation and face area pa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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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60년대에 시작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은 다른 

컴퓨터 분야들과 함께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초기

에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의 주된 관심사는 포토 리얼

리즘(Photo Realism)이었다. 이것은 대상을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대상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는 기술 

인데, 이러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들을 사실적 렌더

링(Photo Realistic Rendering)이라고 한다. 사실적 

렌더링에서 연구되어 온 분야로는 광선 추적법(Ray

Tracing), 래디오시티(Radiosity) 그리고 전역 조명

(Global Illumination)등의 기법이 있으며, 현재는 이

와 같은 기술들을 바탕으로 실제 세계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품질 영상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졌

다. 위 기법들은 영화나 게임 또는 애니메이션 등의 

산업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극도로 사실적인 영상들은 너무 많

은 시각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특정 정보를 전달하

거나 명확한 의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

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사용 매뉴얼에 사용되는 삽

화는 필요한 부분만 자세히 표현하여 제작자의 의도

가 효율적으로 표현 되어야 하며 보는 이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흩트리지 말아야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는 사실적 렌더

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비사실적 렌더링(NPR; Non-Photo realistic Rende-

ring)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대두된다[10].

비사실적 렌더링은 사실적 렌더링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뜻하기 때문에 그 영역이 너무 방대하여 분류

하기에 어렵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기법들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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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tracting process of FDoG [16].

탕으로, 이미지의 표현 기법과 사용되는 소재를 기준

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표현 기법에 따라 회화적 

렌더링(Painterly Rendering)[2,14,20,21], 모자이크 

렌더링(Mosaic Rendering)[3,15,23], 카툰 렌더링

(Cartoon Rendering)[19,24,26], 기술 삽화 렌더링

(Technical Illustration Rendering)[4,5,8]등으로 나

눌 수 있다. 그리고 사용되는 소재에 따라 회화적 렌

더링을 유화, 수채화, 수묵화, 펜과 잉크 등으로, 모자

이크 렌더링을 종이, 타일 이미지 등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사실적 렌더링 기법 중 

회화적 렌더링에 초점을 두고 프랑스 화가인 “앙리 

툴루즈 로트렉”의 초상화 기법을 연구하여 기존 회화

적 렌더링의 기법을 다양화시키는 기법을 제안한다.

프랑스의 화가 앙리 툴루즈 로트렉(Henri de

Toulouse-Lautrec 1864 - 1901)은 파리의 유흥가를 

주제로 특유의 화풍으로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특

히 로트렉은 1890년대 이후에 배경이 생략되고 소묘

를 기본으로 얼굴만 채색된 미완성 형태의 초상화 

스케치를 즐겨 그렸는데, 본 논문은 이러한 로트렉의 

스케치를 재현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기존의 회

화적 렌더링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로트렉의 스케

치를 재현하기 위해 주어진 입력 영상으로부터 엣지

를 추출하고, 이를 개별 단위로 분류하여 선별하고,

표현한 후 완성된 선화 위에 얼굴 영역을 검출하여 

활용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주어진 입력 영상을 로트렉의 스케치 스타일로 재현

할 수 있었다.

2. 비사실적 렌더링 관련 연구  

입력 영상에서 대상의 경계를 검출하는 방법에는 

캐니 엣지 디텍션[16]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Kang[12]이 제안한 FDoG 알고

리즘을 사용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입력 영상에서 엣

지 탄젠트 플로우(Edge Tangent Flow)를 구한 후 

이것에 바탕을 둔 Difference of Gaussian 필터링을 

통하여 엣지를 검출한다 (Fig.1). 이 방법은 검출된 

엣지들이 자연스럽게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끊김이 

없이 이어져 있어 예술적인 작업에 용이하다.

비사실적 렌더링의 한 분야인 회화적 렌더링은 

Hertzmann의 연구인 [14]에 따르면 스트로크 기반 

렌더링(SBR: Stroke - Based Rendering)으로 분류

된다. 스트로크 기반 렌더링은 입력 영상을 페인트 

스트로크나 스티플 등의 이산적인 원소를 붙여서 비

사실적 영상을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이

러한 페인트 스트로크 기반의 자동화 렌더링은 

Haeberli[3]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Haeberli는 이 

논문에서 브러시 스트로크를 렌더링의 기본 단위로 

하는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브러시 스트로크의 속성

을 정의 하였다.

Haberli[20]는 Fig.2 처럼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그에 맞춰 브러쉬 스트로크가 붙는 알고리즘을 사용

하였는데 이는 자동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에

게 지나친 부담을 요구하는 점에서 한계로 여겨진다.

Litwinowicz[22]는 Fig.3과 같이 텍스쳐를 사용하

여 브러쉬 스트로크에 질감을 가지게 하였다. 그리고 

브러쉬 스트로크 클리핑(Clipping)을 통하여 대상의 

윤곽선을 고려한 브러쉬 스트로크의 사용으로 실제 

회화에 가까운 표현을 구현하였다. 브러쉬 스트로크

의 방향은 입력 영상의 그라디언트에 기반 하여 임계

값보다 작을 경우 주변 영역의 기울기를 보간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비디오 영상에 대해서는 대상의 

움직임의 일관성에 따라 브러쉬 스트로크가 더해지

거나 제거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Hertzmann[2]은 같은 크기의 브러쉬 스트로크만 

사용했던 이전 알고리즘과는 달리 다양한 크기의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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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eaberli’s stroke base rendring.

Fig. 3. Litwinowicz’s rendering image [17].

(a)

(b)
  

Fig. 4. Hertzmann’s brush stroke with spline curve [1]

(a) one size brush stoke painting

(b) multiple size brush stoke painting

러쉬 스트로크를 사용하였다. (Fig. 4) 스플라인 곡선

을 이용하여 브러쉬 스트로크를 생성한 후 입력 영상

을 여러 레이어로 나눈다. 나눠진 각 레이어 마다 다

른 크기의 브러쉬 스트로크를 할당하여 모든 레이어 

들을 오버랩 시키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다양한 화풍을 표현할 수 있게 하였

다. Hays[14]는 Fig. 5와 같이 애니메이션에 이러한 

렌더링을 적용하였다. 여기서도 주어진 브러쉬 스트

로크를 그라디언트에 맞춰서 기울기를 정하고 엣지 

경계에 따른 클리핑을 실시하였다. 주어진 영상을 주

파수 대역 별로 여러 레이어로 나누어 각 레이어마다 

각각의 다른 크기의 브러쉬 스트로크 텍스쳐를 적용

한다. 이 논문에서 Radial Basis Functions(RBFs)를 

사용해서 기존의 그라디언트를 보간 하였다. 그리고 

여러 브러쉬 스트로크 텍스쳐를 사용해서 점묘법, 인

상파 등의 화풍을 구현하였다.

3. 연구 배경

3.1 앙리 툴루즈 로트렉

앙리 툴루즈 로트렉(Henri de Toulouse-Lautrec

1864 - 1901)은 1864년 프랑스 남부 알비에서 태어났

다. 그의 집안은 백작집안 이었으여，이 때문에 경제

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는 평온한 가정에서 유년시절

을 보냈다. 또한 로트렉은 어렸을 때부터 데생에 뛰

어난 소질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14살 때 왼쪽 다

리가 부러지고，15살 때 나머지 오른 쪽 다리가 부러

지는 사고를 당하여 두 다리의 발육이 정지되어 버렸

고 로트렉은 집안을 이어갈 장남에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한다. 이 후 방황하던 로트렉은 몽마르뜨의 술집

을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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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ays’s technique using multi-layered target.

Fig. 6. Toulouse-Lautrec – Dancing in Moulin Rouge. Fig. 7. Toulouse Lautrec-Madame Luci.

후 술집들을 전전하며 그림을 그리다 37살에 세상을 

떠난다.

석판화 포스터 등이 유명하며 뛰어난 테크닉의 소

유자였던 로트렉은 절제와 자유로운 붓놀림을 통해 

풍속화라고 할 만한 파리 시민들의 생활모습을 담았

다. 로트렉은 매우 정확한 데생력과 일본의 우키요에 

판화에서 영향 받은 대담한 구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데생 스케치는 오늘날 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스케치들에서 모델이 된 인물들의 개성적 특징을 

과장으로 여겨질 만큼 강렬한 표현으로 정확하게 잡

아냈다.

로트렉은 모든 장면들에서 간결한 윤곽선을 이용

하여 인물과 주변 사물들을 단순히 암시하는데 그치

고 있으며 평면적인 채색법과 비대칭성을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급하게 안으로 향하는 사선구도를 사용

하여 실내공간을 애매하게 정의하면서 긴장감을 야

기한다[17].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화면 내에서 실

내공간의 가장자리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훔쳐보

기의 시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식 판화인 

우키요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25].

3.2 앙리 툴루즈 로트렉의 초상화 스케치

로트렉은 초상화를 그림에 있어 1890년 대 이후 

점차 배경 표현을 생략하기를 즐겼다. 그의 초상화는 

밑그림이나 크로키 혹은 데생을 그리듯 간략한 묘사

를 보여준다. 습작 드로잉을 하듯 인물 주위의 배경

은 생략시켜버리고, 단순화시킨 구도로 인물을 얼굴

만을 자세히 표현했다. 로트렉은 인물화를 그림에 있

어 밑그림용 마분지에 대상을 표현하였다[17].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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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autrec’s portrait sketch (a) detail part, (b) pastel texture, (c) elliptic background, (d) faced arounded coloring, 

(e) lines of various color, (f) simplified line.

Table 1. Features of Lautec portrait 

Features of Lautrec portrait

Simple line

Simple brush stroke

Multi-colored line

Pastel texture

Face painting
Background coloring around face

Face oriented painting

자주 사용한 테크닉은 인물을 날카롭고 길게 이어지

는 간결한 직선에 가까운 스트로크로 그리는 것 이었

다. 이러한 그의 기법은 파스텔이나 콩테를 가지고 

마치 데생을 한 듯한, 혹은 색채를 칠한 듯 한 느낌을 

준다. 곡선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여러 직선형 스트로

크를 각도 별로 조금씩 꺾어 겹치게 하는 기법을 사

용하였다.

대상을 표현함에 있어서 주로 얼굴 주위에 캔버스

에 보색이 되는 색으로 바탕색을 칠하는 기법을 보여

준다. 이는 원래 유화에서 채색 전의 밑그림을 그릴 

때 여백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로트렉이 그림을 그리

기 전 습작이나 밑그림의 개념으로 이러한 미완성 

스케치를 그렸을 수도 있었음을 암시한다.

4. 로트렉 초상화 스타일 렌더링

로트렉의 초상화 스케치 구현은 몸체의 윤곽선을 

표현하는 부분과 얼굴을 묘사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로트렉의 초상화 스케치에서 윤곽선은 간결하고 

빠른 순간에 그어진 듯 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러

한 스트로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엣지 디텍션 

(Edge Detection)을 통해 엣지를 구하고 체인 코드

[27] (Chain Code)를 사용하여 벡터라이즈 (Vector-

ize)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윤곽선의 질감은 텍스쳐 

맵핑과 알파 맵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탕선 위에 인풋 

이미지에서 얼굴 영역을 추출, 분리하여 텍스쳐 맵핑

을 사용하여 채색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로트랙의 초상화 특성을 표현하는 렌더

링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다. 다음의 챕터에서 자

세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4.1 생략된 윤곽선 검출

로트렉의 초상화에서 표현되는 윤곽선은 간결하

게 있음에도 대상의 형태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것

은 적은 수지만 효율적으로 배치된 스트로크 때문이



1057로트렉 초상화 렌더링

(a) Original image (b) Edge iamge (c) Edge selection

Fig. 9. Edge extracting and selection.

Fig. 10. Background texture.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스트로크의 특성을 재현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법을 사용 하였다.

우선 윤곽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엣지 디텍션을 

수행하였다. 엣지 디텍션에는 라플라시안(Lapla-

cian) 엣지 디텍션, 캐니(Canny)[16] 엣지 디텍션등 

여러 기법들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Kang[12]이 제

안하는 FDoG (Flow based Difference od Gaus-

sians)를 사용하였다. 이 기법은 검출되는 엣지가 경

계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예술적인 

느낌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장점이 있다. 이렇게 추

출된 엣지를 바탕으로 엣지 씨닝(Edge Thinning)을 

통하여 엣지의 두께가 한 픽셀이 넘지 않도록 만들었

다. 이 작업은 체인 코드의 커널이 한 픽셀 단위로 

엣지를 순회하기에 필요한 작업이다.

검출된 엣지 정보를 바탕으로 체인 코드를 사용하

여 벡터라이즈를 수행한다. 엣지들은 이 과정을 통하

여 각각의 스트로크 단위로 분리 된다. 분리된 스트

로크들은 각각 하나의 브러쉬 텍스쳐가 붙여질 작업 

단위가 된다. 이 과정에서 너무 짧은 엣지는 그 중요

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하고 제거한다. Fig. 9에서 이

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원본 이미

지로부터 엣지를 추출하고 3×3 커널을 사용하여 각 

엣지들을 순회, 너무 짧은 엣지(이미지의 가로 세로 

크기 고려)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c)와 같은 단

위화 된 엣지들을 얻을 수 있었다.

4.2 파스텔 질감의 윤곽선 표현

이번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생성된 스트로크들

을 기준으로 스트로크 렌더링을 수행한다. 로트렉의 

스케치는 마문지 위에 콩테나 파스텔로 대상을 표현

한 느낌이기 때문에 바탕 텍스쳐로 Fig. 10과 같은 

이미지를 사용 하였으며, 생성될 스트로크들은 실제 

스트로크와 같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Fig. 11과 

같은 텍스쳐를 사용하였다.

Fig. 11을 보면 우리가 사용한 텍스쳐를 볼 수 있

다. 우리는 위의 2개 텍스쳐를 번갈아 사용하였으며,

아래의 높이 맵을 이용하여 브러시의 입체감을 주었

다. 이 후 우리는 이전에 생성된 스트로크 단위를 따

라 브러시를 생성하였다. 이를 위해 단위화 된 엣지

를 따라 엣지 내 각 점에 해당하는 좌표에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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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Brush texture 1 and 2, Height map.

(a) Triangle strip generation (b) Triangle generation

Fig. 12. Line generation.

(a) Input image (b) Rendering image

Fig. 13. Line rendering example.

(Triangle mesh)를 Fig. 12의 (b)와 같이 생성하여 

이들을 서로 연결, 하나의 스트로크 단위당 하나의 

연속 삼각형(Triangle strip)을 생성하여 Fig. 12의 

(a)와 같이 한 후 위에 텍스쳐를 입히는 방식을 선택 

하였다. 각 삼각형 생성 시 엣지 포인트에서 브러시 

넓이(Brush Width, BW)값 만큼의 거리에 버텍스를 

생성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브러시의 넓이는 이미지 

가로, 세로 사이즈 중 작은 것을 사용자가 입력한 값

으로 나누어 사용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50) 각 

스트로크의 색상은 각 엣지 단위가 놓이게 되는 영역

의 색상의 평균 색상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

물은 Fig. 13에서 간략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파스텔 질감의 경우 모드 면이 빽빽 하지 

채워지지 않고 배경의 색이 조금씩 보여야 하기 때문

에 브러시 텍스쳐의 White값에 따른 Alpha 값을 설

정하고 렌더링 과정에서 Blending 하였다. 이화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각 텍스쳐의 검은 부분에는 배경

의 색이 묻어나게 하면서 각 스트로크 단위에 따르는 

윤곽선을 렌더링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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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put image (b) face detection (c) painting region

Fig. 14. Generation of painting region.

4.3 얼굴 영역 채색

다음은 로트렉 초상화의 주된 특징 중 하나인 얼

굴영역 채색에 대한 부분이다. 로트렉은 앞서 말한 

대로 모든 영역에 색을 칠하지 않고 주요 영역에만 

색을 칠했는데, 대체로 이는 얼굴과 몸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그의 초상화 에서는 머리 뒤쪽

으로 바탕색이 칠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일반

적인 유화의 표현에 있어서 채색에 앞서 그리는 밑그

림 단계서 캔버스에 보색이 되는 색으로 일부 부분에 

바탕색을 칠해 강조하는 기법이다. 우리는 이러한 특

징 또한 영역의 확장을 통해 쉽게 구현 하였다.

우선 우리는 우리의 관심 영역을 초상화라는 특징

에 맞도록 ‘얼굴’로 한정하고 알고리즘을 구현 하였

다. 얼굴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우리는 주어진 입력 

영상에 대해 페이스 디텍션을 수행 하였다. 이를 위

해 Haar cascade classifier를 사용 하였다. Fig. 14를 

보면 (a)와 같은 인풋 이미지를 사용 하였을 경우 (b)

와 같이 얼굴 영역이 검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후 우리는 검출된 영역을 Seed로 하여 Watershed

segmentation을 수행하고 이 결과로 분리된 Fig. 14

의 (c)와 같은 채색 영역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얻어진 채색 영역의 확장 적용(dilation)을 통

해 바탕색의 효과를 손쉽게 얻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영역을 자동적으로 추출하는 것 뿐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관심 영역을 지정 할 수 있도

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이는 뒤의 다양한 결과 섹

션에서 얼굴 외 부분에 채색이 되는 점을 통해 확인

이 가능하다.

이렇게 추출된 영역에 채색을 수행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방식을 윤곽선의 렌더링 방식과 거의 동일

하게 수행되며, 브러시의 넓이를 윤곽선보다 조금 세

밀하게 그려지게 된다. 또한 윤곽선의 길이와 방향은 

추출된 단위 엣지를 따라 길이와 방향이 결정되지만 

얼굴 영역의 경우에는 브러시가 그려질 방향과 길이

를 이미지 그라디언트를 참조하여 결정 하였다. 우리

는 이를 위해 ETF(Edge Tangent Flow)[12] 보간법

을 사용하여 Fig. 15와 같이 이미지의 방향성을 구하

였으며 이미지의 방향에 따라 스트로크(연속 삼각

형)을 생성 하였으며, 그라디언트의 크기가 일정 수

치(사용자 입력)보다 작아지는 경우 즉, 방향성의 연

속성이 없어지는 지점을 스트로크의 끝으로 지정하

였다.

채색 영역의 모든 점(픽셀)을 대상으로 스트로크 

렌더링이 한번 씩 이루어지게 되며, 각 스트로크는 

영역을 벗어나거나, 앞서 말한 조건에 걸릴 때까지 

연속 삼각형을 생성하고 브러시 텍스쳐를 붙인다. 최

종적으로 채색 영역의 모든 점에 채색이 완료될 경우 

렌더링이 종료되며 그 결과는 Fig. 15의 (c)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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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put image (b) Image gradient (c) Face painting

Fig. 15. Image gradient & Face painting.

Fig. 16. Additional Results.

5. 다양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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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ult 1 (b) result 2

Fig. 17. Result image.

6. 결과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하

여 사용한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다. Windows기반

의 PC에서 Windows 7 Professional K 운영 체제를 

사용하였다. Microsoft사의 Visual Studio 2008의 

MFC기반으로 개발하였다. 영상 처리에 사용된 라이

브러리는 OpenCV 2.2 버전을 사용하였다. 구현 및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Intel(R) Core[TM] i7 860

CPU (2.8MHz)와 RAM 4GB의 표준 PC이다.

결과 생성 소요 시간은 가로 세로 1024*768 픽셀 

크기의 영상을 기준으로 윤곽선 추출에 2초, 윤곽선 

트래킹 및 스트로크 단위화에 3초가량 소요되고 5초

의 프리 프로세싱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선 렌더링에 

약 7초가 소요되었고 얼굴 영역 렌더링에 약 20여 

초가 소요 되었다. 윤곽선 렌더링과 얼굴 영역 렌더

링의 소요 시간은 있어 입력 영상에 종속적이다. 입

력 영상의 해상도 및 복잡도(엣지가 많이 검출되는 

등)는 윤곽선 렌더링과 얼굴 영역 렌더링에 동시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입력 영상에서 얼굴 영역(채색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얼굴 영역 렌더링의 

소요 시간은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로트렉의 초상화 스케치 표현을 위

한 회화적 렌더링 기법을 제안한다. 로트렉 특유의 

간결한 윤곽선과 자세히 채색된 얼굴을 표현하기 위

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윤곽선을 얻기 위하여 엣지 

디텍션을 사용하였고 체인코드를 통해 추출된 엣지

를 벡터라이즈시키며 스트로크를 추출한다. 추출 된 

스트로크를 기반으로 윤곽선 표현이 완료되면 얼굴 

영역을 검출한다. 추출된 얼굴 영역을 확장하여 바탕

색과 디테일을 함께 표현하여 얼굴 영역 렌더링을 

완료한다.

위 Fig. 17에서는 우리의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한 

결과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우리의 결과를 살펴보면 

로트렉의 스타일에서 볼 수 있는 간략화 된 엣지의 

표현과 더불어 얼굴 영역만의 채색 표현이 시뮬레이

션 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b)의 결과2에서 조금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머리 주변

의 바탕색 표현이다. 우리는 따로 바탕 레이어를 두

지 않고도 채색 영역의 확장(dilation)을 통해 바탕색

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의 연구

에 비해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지금까

지의 연구에서 특정 화풍이나 화가의 스타일을 재현

하는 연구는 종종 있었으나 로트렉의 초상화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인상주의를 재현한 Litwinowicz[19]

의 기법이나 쇠라의 점묘법을 시도한 Seo[21], 그리

고 로트렉의 석판화 스타일의 기법을 제안한 DeCarlo

[6]의 연구들이 있었지만, 로트렉의 초상화를 재현하

는 연구는 본 논문에서 처음 시도했다. 둘째, 표현 

기법에 있어서 기존의 회화적 렌더링과 차별성을 지

닌다. 보통 회화적 렌더링에서 채색되지 않은 스케치 

형태를 렌더링 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 영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 배경은 생략하고 대상

만 중점으로 파스텔로 그린 듯 한 윤곽선만으로 표현

하였고 얼굴 영역만 채색하여 자세히 묘사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알고리즘은 몇 가지 기술적, 표현

적 한계점 또한 가지고 있는데 Fig. 15와 Fig. 16의 

결과물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Fig. 15의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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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얼굴이 매우 세밀하게 채색 된 반면, Fig. 16은 

조금 덜 세밀하나 조금 더 자연스럽다(회화 스럽다).

이는 따로 레이어 구분을 두지 않고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 조절된 브러시 하나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인데,

이는 알고리즘의 시간 효율성 향상에는 매우 도움이 

되었으나 자연스럽고, 로트렉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자 향후 

렌더링 과정에 있어 여러 레이어를 구성하고 다양한 

브러시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회화의 효과를 표현 

하고자 한다. 레이어의 추가로 인해 발생하는 소요시

간의 증가 또한 디테일한 표현부위를 일부로 제한하

는 기법을 통해 개발하여 극복할 것이다. 또한 렌더

링 결과물의 색상이 원본은 색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로트렉의 독특한 색상표현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 또

한 향후 로트렉이 사용한 색상의 팔레트 연구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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