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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mage quantization 기술은 역 평탄화 기술  하나로서 NPR과 같은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리 쓰이고 있는 기술  하나이다. 하지만 기존의 image quantization은 요부분을 고려하지 않기 때

문에 detail한 칼라 정보를 가지는 주요 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좋지 못한 단 을 가지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Sailency map을 이용해 상의 주요 역을 고려한 

image Flattening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검출된 주요 역을 좀 더 세분화해서 표 하므로 

기존의 방법과 비교해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 다.

1. 서론

역 평탄화는 NPR 분야에서의 카툰 더링과 같은 

상 처리 분야에서 리 쓰이는 기술  하나이다. 역 평

탄화 기법  Color Quantization은 가장 리 쓰이는 기

법으로 유사한 색상정보를 통합하여 상의 색상의 수를 

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기존의 Color Quantization 방법

은 색상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색상 정보가 손실되는 문제

 때문에 섬세한 칼라 정보를 가지는 요 역이 존재

할 때에는 결과가 좋지 못한 단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상의 

요 역을 고려한 역 평탄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Sailency map을 이용해 상의 요 역을 벨

별로 나 고 벨별로 평탄화 단계를 차별화해 효율 으

로 상을 표 할 수 있도록 했다.

2. 요 역을 고려한 Image Region Flattening

2.1 요 역 추출

본 논문에서는 상의 요부분을 추출하기 해서 

Graph-Based Visual Saliency를 이용해서 요 역을 추

출하 다[1]. Graph-Based Visual Saliency는 간단하면서

도 기존의 요 역 추출하는 방법보다 정확성이 높은 장

이 있다. 입력된 상을 Graph-Based Visual Saliency

을 통해 획득된 Saliency Map은 정규화를 하여 에 지의 

Threshold를 0.3과 0.6으로 세 단계로 역을 나 어 설정

하 다.

(그림 1. 요 역 처리에 한 순서도)

2.2 요 역에 한 Image Flattening

추출된 요 역(1단계)은 Bilateral Filter를 이용해서 

Flattening을 수행한다. Bilateral Filter는 상을 Smooth

하는 효과를 얻으면서도 표 인 주  필터인 

Gaussian Filter와 달리 상의 경계 부분을 비교  잘 보

존하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Bilateral Filter 신 효율 인 계산을 해 Paris와 

Durand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했다[7]. [7]에서 제안한 방

법은 신호처리 기법을 이용해 기존의 Bilaterial Filter에 

비해 속도가 빠른 장 을 가지고 있다. 

2.3 비 요 역에 한 Image Flattening

요하지 않은 역(2, 3단계)에 해서는 Color 

Quantization 방법을 이용하여 Flattening을 수행한다[3]. 

Color Quantization은 다음의 수식 (1)을 이용해 입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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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CIE-Lab 칼라 공간기반으로 변환하여 Luminance 

채 에 해서 수행한다.

       
∆
 

    (1)

2단계 역에 해서는 8개, 3단계 역에 해서는 4개의 

칼라 수를 이용해 Quantization을 수행했다.

마지막으로 Difference of Gaussian을 이용해서 Edge를 

추출하고 이를 합성하여 Stroke의 효과를 얻도록 한다.

3. 실험  분석

제안한 방법은 MATLAB기반으로 구 했으며 Intel 

Core2Duo 3.0Ghz, RAM 4GB, nVidia GeForce 9300GS의 

환경에서 테스트하 다. 그림 2는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그림2의 (a)는 원본 상이다. (b)는 Bilateral filtering

을 한 결과로 원본 상의 Edge를 보존하면서 smooth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c)는 Color Quantization을 이용

해 요 역을 고려하지 않고 상을 Flattening한 결과

이다. (d)는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요 역을 벨별로 

나 어 Flattening한 결과이다. (c)에 비해서 (d)의 경우, 

기존의 기법에 비해서 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역의 색상정보와 경계선이 손실이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3은  다른 상에 한 실험 결과로 그림 2와 마

찬가지로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 요한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는 역의 색상정보와 경계선의 손실이 

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요 역을 고려한 다양한 벨의 

Image  Region Flattening을 제안하 다. 상의 요 역

을 고려해서 단계별 처리를 통해 상을 더 효율 으로 

Flattening을 할 수 있었다.

(a) (b)

(c) (d)

  

(그림2. 역처리에 결과에 한 비교. (a) 원본 상. (b) 

Bilateral Filter. (c) 체 역에 해서 Color Quantizati-

on. (d) 요 역 추출을 이용한 제안한 방법)

(a) (d)

(b) (c)

(그림3 역처리에 결과에 한 비교. (a) 원본 상. (b) 

Bilateral Filter. (c) 체 역에 해서 Color Quantizati-

on. (d) 요 역 추출을 이용한 제안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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