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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영상이진화 기법은 치화로 표현하는 기능을 지2

닌 디스플레이 장치나 프린터 등에 연속 계조의 영

상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이의 출력결과는 비록 치. 2

화 영상이지만 흑과 백의 도트를 적절히 분포시키는

방법으로 계조의 연속적인 형태를 표현한다 그러므.

로 이의 목적은 최대한 연속 계조 영상에 충실하게

인식되도록 치화 영상을 생성하는데 있다2 .

오차확산 영상이진화 기법은 현재 화소를 양자

화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인접한 주변화소들에 적절

히 분산시켜 평균오차를 영으로 만드는 방법이다[1].

최근까지의 오차확산 영상이진화에 대한 연구는 다

른 형태의 오차확산 필터 사용 오차확산의 스캔[2],

방식을 변경하는 처리 로컬 한 명도에 기반[3], (local)

한 최소 평균 자승 알고리즘의 사용한 처리 오차[4],

확산 영상이진화 처리에서 얻어진 오차를 궤환하면

서 반복적인 처리로 오차를 줄여주는 절차를 도입한

기법의 구현 오차확산의 한계치 변조 기법을 도[5],

입 등으로 참고문헌 의 기법에 내재된 단점의[6] [1]

개선을 위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오차확산 영상이진화 기법은 에지 슬로프의(edge)

열화 및 균일한 명도 영역에서의 웜 아티팩트(worm

특성을 보이는 단점을 지닌다 앞에서artifacts) [5].

언급한 연구수행에서도 이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와. Knox

는 한계치의 변조에 따라 에러확산 하프토Eschbach

닝 영상에서 에지의 특성이 개선되는 개념을 제시하

였다[6]. 본 연구에서는 원영상에 대한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의 주파수특성 성형을 위한 전처리 필터 2

종을 도입하여 원영상의 공간적 주파수 특성을 얻

고 이들에 가중치를 부여한 후에 오차확산의 양자,

화 처리시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에서. 2

는 일반적인 오차확산 영상이진화 알고리즘을 설명

하였다 장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종의 전처리. 3 2

필터의 알고리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장에서는. 4

제안한 기법과 기존의 오차확산 알고리즘과의 특성

을 처리된 영상을 통하여 주관적으로 비교하였다. 5

장은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오차확산 영상이진화 기법2.

오차확산의 기본 개념은 현재 화소의 양자화 오

차를 아직 양자화 처리를 수행하지 않은 주변 화소

원영상의 주파수특성 성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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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원영상의 주파수특성 성형에 의한 오차확산 영상이진화 기법을 제안하였다 오차확산.

에 의한 영상이진화 처리에서 이진화영상에 내재하고 있는 에지정보의 열화를 감쇄하기 위한 방법으

로 원영상의 주파수특성을 활용하는 기법을 도입하였다 주파수특성은 원영상에서 수평방향과 수직방.

향으로 얻고 이들 각각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수평과 수직의 주파수특성을 성형한후 영상이진화 기, . ,

법에서 양자화처리 수행시 이를 활용하였다 주파수특성 성형을 위한 필터는 종을 제안하여 적용하였. 2

다 제안한 필터를 적용한 오차확산 영상이진화 처리를 수행한 후 실험결과를 고찰시 이진화영상의. ,

평탄영역은 기본특성을 유지하면서 에지정보의 특성이 부각되는 주관적인 화질특성이 얻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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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적절히 분산시키는 것으로 와, Floyd

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이들의 알고Steinberg[1] .

리즘은 치화 를 수행할 목적으로 다음2 (binarization)

과 같은 식들로 표현된다.

y(i,j) = Th(x'(i,j) - T) (T == 0.5) (1)

q(i,j) = y(i,j) - x'(i,j) (2)

x'(i+k,j+l) = x(i+k,j+l) - H(k,l)*q(i,j)

(k,l > 0) (3)

각 화소에 대한 처리가 방식으로 수raster scan

행된다고 가정하면 는 현재화소 은 아, (i,j) , (i+k,j+l)

직 치화되지 않은 화소를 나타낸다 위의 식에서2 .

는 정규화된 입력영상 는 치화된 출력영x(i,j) , y(i,j) 2

상 는 위치 의 화소에 대한 양자화 오, x'(i+k,j+l) (i,j)

차에 의해 변경된 영상 는 양자화 오차이다 식q(i,j) .

의 양자화 과정은 임계함수 에 의해 이루어(1) Th()

지며 출력 이진영상 는 가 임계치 보, y(i,j) x'(i,j) T

다 작으면 그렇지 않으면 의 값을 갖는다 식0, 1 . (3)

은 양자화 과정에서 발생된 오차 를 아직 양q(i,j)

자화되지 않은 주변의 화소들에 확산시키는 과정으

로 은 오차확산의 가중치이다H(k,l) .

위의 알고리즘은 오차확산이라 하feedforward

며 다음과 같이 이전화소의 양자화 오차를 현재화,

소에 확산시키는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feedback

다. H(k,l)

x'(i,j)=x(i,j)-∑
k
∑
l
H(k,l)*q(i-k,j-l) (k,l > 0)

(4)

이는 그림 와 같은 블럭도로 나타낼 수 있다1 (a) .

양자화기의 입력 는 현재화소 에 이전 화x'(i,j) x(i,j)

소들의 양자화 오차들의 가중합을 더하여 얻어지며,

가중치 은 오차확산 필터의 의미를 지니게 된H(k,l)

다 결국 실제 표시되는 오차 는 다음. (display error)

과 같다.

e(i,j)=y(i,j)-x(i,j)

=q(i,j)-∑
k
∑
l
H(i-k,j-l) (k,l>0) (5)

위의 식을 변환하면 표시오차 스펙트럼Fourier

와 양자화오차 스펙트럼 사이의 관계E(u,v) Q(u,v)

를 얻을 수 있다[10].

E(u,v) = Q(u,v)(1 - H(u,v)) (6)

이때 는 오차확산 필터의 주파수 응답이다H(u,v) .

만약 양자화 오차 가 공간적으로 비상관적q(i,j)

이라면 양자화 오차 스펙트(spatially uncorrelated) ,

럼 는 백색 이 되고 표시오차 스펙트럼Q(u,v) (white)

는 주파수응답 에 의해 그 형태가 결E(u,v) 1-H(u,v)

정된다 결국 오차확산 필터 의 주파수 응답. H(u,v)

은 표시오차 스펙트럼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 양자화 오차의 스펙트럼은 백색이 아니며,

특히 영상이진화에서는 위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다[10].

그림 는 와 에 의해 제안된 오1(b) Floyd Steinberg

차확산 필터이다 오차확산 필터 계수들의 합은 이. 1

므로 이며 식 에 의해, H(u=0,v=0)=1 , (6) E(u=9,v=0)=0

을 만족하므로 표시오차의 성분을 으로 한다dc 0 .

이는 치화된 영상의 평균 계조도는 국부적으로 원2

영상의 계조도에 근사함을 의미한다 또한 는. H(u,v)

저역통과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표시오차는 양자,

화오차가 에 의해 고역통과 필터링된 것으1-H(u,v)

로 해석할 수 있다.

오차확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시각에 감지

되는 표시오차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인.

간의 시각체계는 고주파 성분에 비하여 저주파 성분

의 변화에 민감하므로 표시오차의 에너지를 고주파

영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10]

에 의하면 필터계수들의 합을 로 만들어 표시에러1

의 성분을 으로 만들어야할 필요는 없으며 오dc 0 ,

히려 성분의 오차를 허용하면서 오차의 에너지를dc

인간 시각 체계의 특성에 따라 스펙트럼의 전영역에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x(i,j) x'(i,j)
Q

y(i,j)

H(k,l)

q(i,j)
(a)

7/16●

3/16 5/16 1/16 (b)

그림 오차확산 알고리즘1. Floyd & Steinberg

블록도 필터 계수(a) (b)

Fig. 1. Floyd & Steinberg's error diffusion

algorithm

(a) Block diagram (b) Filter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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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상의 주파수특성 성형에 의한 오차확산3.

그림 에서 원영상의 주파수특성 성형에 의한 오2

차확산 알고리즘의 블록도를 제시한다.

그림 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주파수특성2

성형 필터링을 수행하는 부분이다 이를 제외한 경.

우가 일반적인 오차확산 영상이진화의 블록도이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가 식 과 같이 양자화x'(i,j) (3)

기에 입력되는 반면 그림 의 경우와 같이 주파수, 2

특성 성형 필터링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식 의(7)

가 양자화기에 입력된다x"(i,j) .

x“(i,j) = x'(i,j) + P(i,j) (7)

원영상의 주파수특성 성형을 위한 필터의 구성은

수평 및 수직방향의 필터 이들 각각에 대한 가중치,

설정 및 이들 출력값을 자승하여 합산한후 SQRT

처리로서 구성된다 그림 에서. 2 F i와 Fj는 원영상

에서 고주파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필터로서 첨자,

는 수평 및 수직방향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설계i,j .

로서 제시되고 있는 필터와 가중치 함수의 특성에

따라 필터를 종으로 제시하여 특성을 비교하였다2 .

아래에서 제시한 필터의 기본특성을 설명하였다.

가 주파수특성 성형 필터. 1

필터 F i와 F j는 영상이진화 처리를 수행하고 있

는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윈도우의 공간주파수의 고

역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특성으로 평탄영역에서는,

의 값을 가지고 에서는 음의 값0 , rising edge ,

에서는 양의 값을 갖는다 즉 평탄영falling edge . ,

역인 성분에서 의 출력을 갖게 되므로 이진화dc 0 ,

된 영상의 평균 계조도는 기본적으로 원영상과 유사

한 특성을 갖게 된다 필터 의 특성을 수식으로 표. 1

현하면 다음과 같다 수식의 가중치는 주파수특성에.

비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Pi = Fi * G i (8)

Pj = Fj * G j (9)

P(i,j) = (P2i + P
2
j ) (10)

이 필터의 주파수 응답은 그림 에서 보인다 여기3 .

서 수평축과 수직축은 필터계수를 계산시의 어레이

인자를 의미하고 필터의 는 로 정규화, Magnitude 1

처리된 것이다.

나 주파수특성 성형 필터. 2

필터 의 경우도 그림 의 의 함수로서 원영2 2 P(i,j)

상에 대한 주파수특성 성형의 필터로 설계하였다.

그림 입력성형 필터의 주파수응답3. (1)

Fig 3. Frequency response of input shaping

filter(1)

그림 입력성형 필터의 주파수응답4. (2)

Fig. 4. Frequency response of input shaping

filter(2)

그림 원영상 주파수특성 성형의 오차확산 알고리즘2.

Fig. 2. Error-diffusion algorithm based on

sprctrum

q(i,j)

y(i,j)

F i

F j

(.)

G i

G j

Qu

H(k,l)

x'(i,j)x(i,j)
x"(i,j

P(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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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터의 적용에 대한 동작개념은 필터 의 경우1

와 동일하다 다만 그림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필. 4

터의 주파수응답 특성이 다르게 구성되었다 그림. 3

에서는 필터의 출력특성이 주파수의 값에 비례하는

가중치가 적용된 경우이고 그림 에서는 필터의 출, 4

력특성이 주파수의 값에 로그함수의 형태에 비례하

는 가중치가 적용된 경우이다 필터 에 대한 특성을. 2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P(i,j) = (Fhi×Ghi)
2 + (Fvj×Gvj)

2 (11)

Ghi =
ai

1+bi×|Fi|
(12)

Gvj =
aj

1+bj×|Fj|
(13)

실험 및 고찰4.

본 연구에서 제안한 원영상 주파수특성 성형을

위한 필터 종에 대한 적용시 오차확산 영상이진화2 ,

출력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험한 영상은 영lena

상 영상 및 로 구성된 영상을, peppers Arden chart

구현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Arden chart

영상은 식 를 사용하여 발생시켰다(14) [11].

I(x,y) = I0(y)* cos(w(x)*x) + constant (14)

위의 식에서 I0(y)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증가

하는 함수이고 는 좌에서 우로 갈수록 지수함, w(x)

수적으로 증가하는 함수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러.

므로 실험에 사용한 는 오른쪽 하단부Arden chart

로 갈수록 진폭이 증가하고 공간주파수가 높아지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여기서 생성된 영상은 그림.

으로서 제시된다7(a) .

오차확산 영상이진화 기법에 대한 특성비교를 위

한 실험에 사용한 필터 의 계수값들은 다음과 같다1 .

식 과 식 에서(8) (9) Gi = 0.2, Gj = 0.3를 실험적으로

선택하여 필터를 구성한 것이다 필터 의 계수값들. 2

은 ai = aj = 1.25, bi = bj = 0.015 를 실험적으로 적용

한 것이다.

그림 는 의 원영상으로서 실험을 위한5(a) lena

입력영상이다 그림 는 와 가. 5(b) Floyd Steinberg[1]

제안한 알고리즘과 필터계수를 적용하여 얻어진 오

차확산 이진화영상이다 그리고 그림 는 필터 을. 5(c) 1

그림 의 블록도와 같이 적용하여 원영상의 주파수2

특성 성형을 수행한 결과를 추가한 오차확산 이진화

영상의 모습이다 그림 는 필터 를 그림 의. 5(d) 2 5(c)

필터 과 교체하여 적용하고 오차확산 처리를 수행1 ,

원영상(a) 하프토닝 영상(b) [1]

필터 추가시(c) 1 필터 추가시(d) 2

그림 영상의 특성 비교5. lena

Fig. 5. Characteristic of image "lena"

원영상(a) 하프토닝 영상(b) [1]

필터 추가시(c) 1 필터 추가시(d) 2

그림 영상의 특성 비교6. peppers

Fig. 6. Characteristics of image "pep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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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하여 얻어진 이진화영상의 모습을 보인다 의. 300dpi

레이져 프린터 출력의 결과를 기준으로 비교시 그,

림 보다는 필터 과 필터 추가시 모두 하프토5(b) 1 2

닝 영상내의 에지 부가 강조되어 특성(edge) bluring

이 감소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필터 과. 1

필터 의 적용한 실험결과 비교시 모자의 주름영역2 ,

과 깃털장식된 영역을 살펴보면 필터 의 출력영상이2

보다 세밀한 에지 표현능력을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는 의 원영상으로서 실험을 위6(a) peppers

한 입력영상이다 그림 및 는 그림 의. 6(b), (c) (d) 5

및 와 동일한 실험조건을 적용하여 얻어(b), (c) (d)

진 오차확산 이진화영상이다 이들의 실험결과를 비.

교에 있어서 필터 과 필터 적용에 따라 영상내의, 1 2

과일들간의 에지부에 고주파특성이 강조되어 전반적

으로 과일 형상이 선명하게 부각되어 표현되는 주관

적인 특성이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는 식 의 함수에서 임의의7(a) (14) I0(y),

함수를 설정하여 함수에 대입하여 얻어w(x) I(x,y)

진 생성영상이다 그림 와 그림 의 실험조건과 동일. 5 6

하게 그림 는 와 의 오차확7(b) Floyd Steinberg[1]

산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얻어진 이진화영상이며 그,

림 와 는 필터 과 필터 를 적용하여 얻어진7(c) (d) 1 2

이진화영상이다 는 영상내의 특성이. Arden chart

상단에서 하단으로는 상수의 가중치에 비례하는 특

성을 지니고 좌측에서 우측으로는 지수함수의 가중,

치에 비례하도록 진폭이 증가되고 또한 공간주파수,

가 높아지는 특성을 지닌 함수이다 이의 프린터 출.

력결과에 대한 고찰시 기본의 와Floyd

가 제안한 알고리즘과 유사한 특성을Steinberg[1]

보여줌을 알 수 있다 이로서 제안된 필터 과 필터. 1 2

의 적용에 따라 전반적인 영상의 공간주파수 특성에

대한 열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급격한

기울기를 지니는 에지부의 특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5.

본 연구에서는 와 가 제안한Floyd Steinberg[1]

오차확산 이진화영상 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원영상

의 주파수특성 성형의 처리결과를 양자화 처리과정

에만 적용시켜 주는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주파수.

특성 성형을 위한 필터는 원영상의 평탄영역의 기본

특성을 유지하면서 에지부의 특성을 증대시켜 주기

위한 기능을 갖는 종의 필터를 제안하였다 제안된2 .

필터는 영상내의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의 주파수특성

을 각각 얻도록 구성되었으므로 양방향에 대한 에지

부 강조 효과를 얻도록 설계되었다 앞장의 실험을.

통한 고찰에서 제안된 필터의 적용시 에지부의 특성

이 부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프린,

터 출력영상이 전반적으로 물체의 표현에서 선명하

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과정에서 고찰시 제안한 필터 과, 1

필터 의 가중치 계수값들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2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이들의 부분적인,

조정에 따라 보다 최적의 결과를 보이는 계수값을

설정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식 와 식 의 계. (12) (13)

수 a i,a j를 증가시키면 출력의 보다 작은 에지부의

강조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매우 큰 에지부에 과도,

한 강조로 영상의 열화가 발생되는 특성을 보이며,

b i,b j는 위에서의 열화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조정하

기 위하여 설정된 계수이다 이에 따라 최적의 결과.

를 얻을 수 있는 필터의 설계검토가 보다 분석적으

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필터의 설계와 더불어.

이의 적용에 따라 얻어진 출력결과의 검토시 보다,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영상(a) 하프토닝 영상(b) [1]

필터 추가시(c) 1 필터 추가시(d) 2

그림 영상의 특성 비교7. Arden chart

Fig. 7. Characteristics of Arden char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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