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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rasterization 기반의 컴퓨터 그래픽스 이미지들은 이미지 해상도보다 높은 frequency를 가지는 sub-pixel 
detail은 undersampling으로 인해 표현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는 비트맵(bitmap) 방식의 이미지에서 색상이 불연
속 되는 지점 즉, 가장자리(Edge)가 톱니모양으로 표현되는 계단현상 (앨리어싱; Aliasing)이 생긴다. 이런 앨리어싱
을 가지지 않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계를 얻기 위한 방법론을 앤티앨리어싱(Antialiasing)이라 하며, 렌더링에서는 필
수적인 기법이다. 그러나, 앤티앨리어싱은 그 기본 개념으로 인해 픽셀 내에 여러개의 샘플링된 색을 포함하여 혼합
된 픽셀을 생성하고, 이는 객체들 사이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든다. 본 논문은 앤티앨리어싱이 적용되었거나 광학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된 이미지들에서 앤티앨리어싱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여러 개의 샘플을 통한 
필터링(spatial filtering)과정을 모델링한 후, 그 역의 과정을 통해 필터링되기 전의 픽셀 색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필터링되기 전의 원본 색을 알 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필터링을 모델링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필터링된 주
변 색상을 근사적으로 필터링 모델에 대입하여 앤티앨리어싱을 제거한다. 이로 인해 향상된 세그멘테이션
(segmentation)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나 레이어 기반의 렌더링 알고리즘에 유용히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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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실세계의 광학 시스템은 센서에 빛이 기록될 때 자연스럽

게 주변의 빛이 누적되어 낮은 해상도에도 자연스러운 이미

지가 생성이 되지만, rasterization 기반의 컴퓨터 그래픽스 

이미지들은 이미지 해상도보다 높은 frequency를 가지는 

sub-pixel detail은 undersampling으로 인해 표현되지 못

한다. 이러한 문제는 비트맵(bitmap) 방식의 이미지에서 색

상이 불연속 되는 지점 즉, 가장자리(Edge)가 톱니모양으로 

표현되는 계단현상 (앨리어싱; Aliasing)이 생긴다. 이런 앨

리어싱을 없이 부드러운 이미지를 얻기 위한 방법론을 앤티

앨리어싱(Antialiasing)이라 하며, 렌더링에서는 필수적인 

기법이다 (관련 연구 참조).

최근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rasterization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실사 이미지를 분할(segmentation)하거나, 여러 

개의 layer를 추출하여 특수 효과를 위해 후처리

(postprocessing) 기법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앤티앨리어싱은 그 기본 원리로 인해 픽셀 내에 

여러 개의 샘플링된 색을 포함하여 혼합된 픽셀을 생성하고, 

이는 객체들 사이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든다. 이에 분할

(segmentation)이나 클러스터링(clustering)을 하여 이미지

를 자르거나 나눌 때 가장자리 주변의 두 색상의 강도가 크

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미지를 깨끗하게 잘라내기 어렵

다. 또한, 실제 광학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이미지들도, 

자연스럽게 많은 detail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사한 문제

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확한 가장자리를 찾기 위한 

효과적인 가장자리 검출(edge detection) 방법들이 제안 되

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노이즈에 민감하며 이미지에 따

라 경계선 인식 성능이 달라질 뿐 아니라, 경계 역시 하나의 

영역이나 layer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여전히 모호함을 내포

한다.

본 논문은 앤티앨리어싱이 적용되었거나 광학시스템으로

부터 생성된 이미지들에서 앤티앨리어싱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앤티-앤티앨리어싱의 기본 아이디어는 여러 개의 

샘플을 통한 필터링(spatial filtering)과정을 모델링한 후, 

그 역의 과정을 통해 필터링되기 전의 픽셀 색을 찾는 것이

다. 본 접근 방식의 어려움은 필터링되기 전의 원본 색을 알 

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필터링을 모델링할 수 없음에서 

나온다. 이에, 본 논문은 필터링된 주변 색상을 근사적으로 

필터링 모델에 대입하여 앤티앨리어싱을 제거한다.

이로 인해 향상된 세그멘테이션은 경계선 그리기, 이미지 

합성, 특정 이미지나 배경 색깔 변경을 깨끗이 하여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나 레이어 기반의 렌더링 알고리즘에 유용

히 사용될 수 있다.

2. 관련연구 

앨리어싱은 주로 벡터(vector) 표현을 rasterization할 때 

생겨난다. 비트맵 이미지는 픽셀(pixel) 이라는 매우 작은 

사각형을 기본 단위로 구성하고 있다. 픽셀의 색을 정할 때 

하나의 샘플만을 사용 할 경우, 픽셀의 크기보다 작은 상세

함(sub-pixel detail)이 있을 경우 나타나고, 주로 계단현상

이 생긴다. 또한, 원본 이미지를 보다 저해상도로 

resampling 할 때, nearest-neighbor sampling을 사용할 경

우에도 생겨난다. 이런 계단현상은 가장자리를 거칠게 보이

게 하며  원래 이미지의 품질을 많이 저하한다. 앨리어싱을 

제거하는 기법인 앤티앨리어싱을 적용하면 부드러운 가장자

리를 얻을 수 있다.

직관적인 앤티앨리어싱 방법은 이미지의 해상도보다 높은 

샘플링 레이트를 사용하는 Super-sampling 기반 앤티앨리

어싱이다. 실시간 렌더링에서는 색의 샘플링은 유지한 채, 

depth buffer만 여러번 sampling 하는 MSAA (Multi- 

sampling Anti-Aliasing)가 보편적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렌더링 부하를 대폭 줄이기 위한 후처리 기반의 MLAA 

(Morphological Anti-Aliasing), FXAA(Fast approximate 

Anti-Aliasing)과 같은 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다.

많은 앤티앨리어싱 방법들이 제안되었음에도, 역의 과정

인 anti-antialiasing의 과정은 연구된 바가 거의 없기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념과 알고리즘을 제안하며, 레이어

나 segmentation 기반의 후처리 알고리즘에 쉽게 쓰일 수 

있도록 함을 지향한다.

3. 앤티앤티앨리어싱 알고리즘 

앤티앨리어싱을 제거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1)

I0는 앤티앨리어싱이 적용 전의 픽셀 색이며 식 (1)을 통

하여 찾는 본 알고리즘의 결과이다. I'0는 앤티앨리어싱이 적

용된 픽셀이다. I'k은 I'0을 둘러싸는 주변 여덟 픽셀이다. ω

0와 ωk는 각 픽셀의 Gaussian weight이다 (그림 1).

그림 1. 3×3 가우시안 weight.

식 (1)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앤티앨리어싱 적용시 I'0

를 생성하는 필터링(예, 3×3)은 식 (2)와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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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k는 I0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픽셀이다. I0를 중심으로 식 

(2)를 다시쓰면 다음과 같다.

(3)

I'0, ω0, ωk는 알고 있는 값이지만, Ik는 미지수이므로 I'k

를 이용하여 근사한다. 그러나 I'k의 값이 I0’와 비슷한 경

우에는 필터링을 거쳐 값이 많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높으

므로, 이러한 값은 근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러한 변형 

가능성은 I'k와의 유사함으로 생각하여 아래의 과정을 통해 

선형보간으로 모델링한다. Ik를 근사한 값을 라 하면, 다

음과 같이 쓸 수 있다.

(4)

식 (4)에서 ρk는 I'0, I'k가 얼마나 다른지 측정하는 

weight이고, 다음과 같이 Gaussian weight로 모델링한다.

(5)

δ(I'0, I'k) 는 Euclidean color difference이다.

식 (4)를 식 (3)에 대입하여 I0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앞서 

보인 식 (1)과 같다. 식 (1)은 I'0와 다른 픽셀 값들의 합 ∑

ωkI'k(1- ρk)을 I'0 로부터 제거하여 I'0를 이루고 다른 색상

들을 분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유의할 점은 I'0가 그림 2와 같이 I'k을 이루는 두 색상의 

비율이 1:1이 되어 ∑ωkI'k와 거의 비슷한 경우이다. 

그림 2. I'0의 색이 나머지 주변 픽셀의 평균값을 가질 경우

즉, I'0 가 나머지 주변 픽셀 I'k 의 평균값일 경우 δ(I'0, 

I'k) 값이 모두 같아 I'0로부터 색상이 분리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값에 가까운 I'0에 오프셋을 

더하여 어느 한쪽으로 색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프셋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6)

I'c는 I'k의 평균값이고, I'0-I'c의 부호는 벡터 내적으로 구

하며, 오프셋 최대값 Omax는 δ(I'0, I'c)를 이용하여 정한다.

4. 결과

그림 3. I'0의 색이 나머지 주변 픽셀의 평균값을 가질 경우

본 알고리즘은 Intel i7-3770, NVIDIA Geforce GTX 

680, DX10 API를 사용하여 구현되었다. 그림 3은 품질 측

정을 위해 사용된 3가지 사진과 텍스트를 보인다. 앤티앨리

어싱된 이미지에 앤티앨리어싱 제거를 적용한 후 비교한 모

습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앤티앨리어싱 제거를 적용하였을 

때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픽셀이 두 가지 색 중 한 

가지 색에 가까워져 앤티앨리어싱이 제거된다. 앤티앨리어싱 

제거로 인해 부드럽게 보이던 가장자리에 계단 현상이 다시 

발생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뚜렷한 경계선을 만들어 세그멘

테이션을 적용할 시 정확성을 높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antialiasing이 제거된 후 색이 다소 

과장되어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문제가 있다. 추후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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