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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람들이 감성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캘리그라피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캘리그라피에서는 획, 점, 삐침뿐 아 

니라 갈라점과 농담(뽑淡)을 동해 희노애락(편感哀樂) 감은 감성을 표현한다. 하지만 캘리그라피를 다양한 크기 

의 인쇄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디지탤 작엽을 할 때 갈라점과 농담은 소실될 수 있어 이들이 표현하는 감성이 

사라질 수 있다. 또한 캘리그라피를 사용한 이미지 편집을 위해 전문가는 스캐너를 동해 얻은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로 작엽하지만 일반 사용자들은 스마트 폰으로 촬영한 낫은 해상도의 이미지로 작엽한다. 우리는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해상도가 낫은 캘리그라피 이미지를 다양한 크기의 인쇄물에 사용 가능하고, 갈라점과 농담 

이 주는 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캘리그라피에 특화된 래스터 이미지를 확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우리의 방 

법은 래스터 기반에서 이미지를 확대할 때 문제가 되는 경계를 재 채색한다. 재 채색을 할 때 이미지 그라디언 

트(Image-gradient)를 사용하여 엘리어싱을 감소시키고 금자 이미지를 더옥 선명하게 하며, alpha 값을 사용하여 

붓의 갈라점과 농담이 주는 감성을 유지한다. 

 
Abstract 

 

Recently, calligraphy has become popular because people focused on emotion. The strokes, dots, swoops, cracks and shading 

are the calligraphy factors for expressing various emotions such as joy, anger, sorrow, and delight. However, the emotion w 

hich is expressed by cracks and shading can be destroyed in the digital work when the calligraphy is used for a variety siz 

es of prints. Professionals work with high-resolution images which are obtained through the scanner, however normal users 

should work with low-resolution images taken with the smart phone for calligraphy image editing. We propose a raster ima 

ge scaling method focused on calligraphy that maintains the emotion with cracks and shading, when normal users use the l 

ow-resolution calligraphy images in the digital work. The method recolors aliasing boundary of enlarged rasterized image. 

When recolored by our method, our method decreases aliasing by using the image gradient method, vivify calligraphy imag 

es, and maintains the emotion in cracks and shading by using the alpha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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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특정 주제나 이미지 형태에 적합하게 활자를 디자인하는 하 

는 것을 타이포그라피라고 정의한다. 타이포그라피는 서체 

(폰트)를 기본으로 제작한다. 하지만 최큰에는 폰트로 이루 

어진 텍스트 느낌의 타이포그래피에서 아날로그 느낌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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