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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트 던지기 기법을 사용한 
개선된 격자구조 샘 링

(Improved Stratified Sampling Using Dart Throwing)

고 지 은 †      이 성 길 ††

                                   (Jieun Ko)            (Sungkil Lee)

요 약 본 논문은 다트 던지기 기법을 통하여 샘플링 영역을 결정하는 격자구조 샘플링 방식을 제안

한다. 영상처리, 컴퓨터 그래픽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확률적 샘플링 기법은 샘플이 균일한 랜덤 

분포를 가질수록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산한다. 이 중 블루노이즈의 특성을 가진 패턴은 낮은 주파수 영역

을 제거하며 계단 현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이 특성을 가진 패턴은 샘플링 생성 

부하가 높아 격자구조 샘플링과 같은 패턴이 제안되었으나 격자 구조로 인하여 랜덤성이 낮다. 본 논문은 

격자구조에서 샘플링 영역을 다트 던지기 기법을 통해 결정하여 랜덤성을 높이는 방식을 제안한다. 샘플링 

영역을 무작위로 샘플링할 영역을 결정한 후 그 영역 내에서 랜덤하게 샘플의 위치를 결정한다.

키워드: 확률적 샘플링, 격자구조 샘플링, 앤티앨리아싱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stratified sampling technique in which sampling areas are chosen 

through the dart-throwing technique. Stochastic sampling techniques, which are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image processing and computer graphics, produce images of high quality as samples distribute 

uniformly and randomly. The blue-noise pattern removes low-frequency areas that are critical in the 

aliasing problem, but computing such a pattern is costly. To address this issue, stratified sampling 

methods have been proposed; however, the method demonstrates low randomness due to the structure. 

This paper proposes a technique to increase randomness by determining the sampling area in the 

stratified structure through the dart-throwing technique. Our method randomly samples areas in which 

samples are jittered.

Keywords: stochastic sampling, stratified sampling, anti-ali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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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계단 현상은 렌더링 분야의 오래된 문제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의 픽셀을 선정한 후 주변의 

픽셀을 더한 수의 평균을 내는 방법 등이 있다. 이 때, 

주변의 픽셀을 선정하는 방식인 확률적 샘플링 기법은 

확률을 통하여 2D 샘플들을 선정하여 계산해나간다. 이 

확률적 샘플링에서는 샘플들의 분포에 따라 이미지의 

품질이 결정되며 그 분포가 균등하나 규칙적이지 않을

수록 좋다. 이와 같은 기법들은 영상처리, 컴퓨터 그래

픽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샘플의 분포가 가질 수 있는 특성 중 하나로 블루노

이즈 특성이 있다. 해당 특성은 샘플이 균등하며 규칙적

이지 않게 분포함을 의미한다. 이 특성을 가진 패턴은 

이미지의 낮은 주파수 영역을 제거하며 효율적으로 계

단 현상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블루노이즈 특성을 가진 샘플로는 대표적으로 Poisson 

디스크[1,2] 샘플링이 있다. Poisson 디스크 샘플링은 샘

플들 간에 최소한의 특정 거리 반경만 떨어지게 하여 샘

플링 공간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Poisson 디

스크 샘플링을 생성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샘플 간의 거

리계산과 샘플의 배제와 같은 반복적인 연산이 많다.

이를 근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샘플의 생성 속도가 높

은 격자구조[3,4] 샘플링 기법이 제안되었다. 이와 같은 

격자구조 샘플링의 경우 샘플 셋의 평균의 분산을 줄여 

a계단 현상을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5]. 다만 이 기법은 

방식의 특성상 패턴의 랜덤성이 다른 블루노이즈 패턴

에 비해 제한된다.

본 논문은 격자구조에서 샘플링 영역을 다트 던지기 

기법을 통해 결정하여 랜덤성을 높이는 방식을 제안한

다. 기존의 고정된 격자 내에 샘플링을 하는 기존 방식

과는 달리 샘플이 위치할 영역을 무작위로 정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샘플링 할 영역을 결정한 후 영역 범위

를 한정하여 랜덤하게 샘플의 위치를 결정한다. 본 기법

은 기존의 격자구조 샘플링에 비해 높은 블루노이즈 특

성을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다. 우선 1장

의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샘플

링 방식에 대한 이전 연구들에 대해 고찰한다. 그 다음 

3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다트 던지기를 사용한 

격자구조 샘플링의 구성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

는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그에 따른 샘플링 셋 결과의 

특성을 분석하며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2. 련 연구

계단 현상을 제거하는 문제는 영상처리와 렌더링 분

야에서 오래된 문제이며 샘플링은 이 문제의 해결의 핵

심요소이다. Dippe 등의 연구[4]에 의해 샘플링 패턴들

을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이 되기 시작하였다. Cook 등

의 연구[1]에서는 노이즈의 원인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

는 샘플임을 보였다. 여러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샘플

링 패턴의 무작위적인 배치를 통하여 결과 이미지의 계

단 현상을 줄일 수 있다.

계단 현상을 줄이기 위한 패턴 중 블루노이즈의 특성

을 가진 패턴은 눈 망막의 시세포의 분포와 비슷하여[6] 

이를 통해 시각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블

루노이즈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샘플링으로 Poisson 디

스크 샘플링이 있다. Poisson 디스크 샘플 셋을 생성하

는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으로는 다트 던지기[1] 샘플

링 기법이 있다. 이 기법은 샘플 영역에 점을 랜덤하게 

생성한 후 그 샘플의 특정 거리 반경 내에 샘플이 있는 

지 판별하여 목표영역이 채워질 때 까지 반복적으로 계

산한다. 이 샘플링 방식의 경우 샘플간 거리 계산과 배

제과정이 반복된다. 또한 진행이 될수록 샘플의 밀도가 

높아져 그에 따라 연산시간이 높다. 이에 이 효율을 높

이려는 다양한 연구가 시행되었다.

Dunbar 등의 연구[7]에서는 스켈롭 섹터(scalloped 

sector)라는 공간영역을 사용한 자료구조에 기반하여 샘

플 생성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 기법은 기존 샘플에서 

반경 2배에서 반경 4배 사이 거리의 영역을 효율적으로 

분할 관리하여 샘플링한다.

반면에 Poisson 디스크 샘플링을 근사하는 격자구조의 

지터드(Jittered) 샘플링은 샘플링 공간을 격자로 나누어 

하나의 분할된 격자 당 한 개의 샘플을 위치시키는 방식

의 샘플링이다. Mitchell 등의 연구[5]는 샘플링 공간에서 

격자구조화에 대한 효과에 대해 보였다. 격자구조화는 픽

셀의 분산을 줄여 계단 현상을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

이중 가장 기본적인 격자구조 샘플링[2, 3]은 격자 내

의 격자 당 샘플을 한 개 무작위적인 위치에 위치시킨다. 

또한 1차원에서 쏠리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n-rook 

샘플링[8], multi-jittered 샘플링[9]이 연구되어 분포를 

개선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처럼 확률적 샘플링에서는 그 샘플링 셋의 분포를 

통하여 계단 현상을 줄이는 것을 목표하는 다양한 시도

가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격자구조에서의 분포를 

더욱 불규칙적으로 만들고자 한다. 기존의 격자구조의 

기법들은 샘플이 위치할 영역이 정해진 격자구조에 한

정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다트 던지기 기법을 활용하

여 격자구조 샘플링의 랜덤성을 확대시킨다.

3.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격자구조 샘플링 기법은 그림 1

과 같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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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다트 던지기 기법을 사용한 개선된 격자구조 샘플링 기법의 개요도

Fig. 1 Overview of our improved stratified sampling using dart throwing

1. 격자구조의 생성

2. 다트 던지기를 통한 샘플링 영역 결정

3. 샘플링 영역 내에서의 샘플의 생성

다트 던지기를 통하여 샘플링 영역을 정하는 과정에

서 특정 크기의 영역을 무작위로 샘플이 위치할 패치를 

생성하여 랜덤성을 확대시킨다. 이후 배치된 샘플링 영

역 당 범위를 제한하여 하나의 샘플을 배치한다. 이 장

에서 각 구획을 정하는 과정과 이후 jittering을 통해 샘

플을 위치시키는 단계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다.

3.1 격자구조 생성

이 기법은 샘플이 위치할 전체 영역을 격자 구조로 

분할한다. 격자는       ⋯으로 나누어진다. 샘

플이 배치될 영역 (3.3장)이 1×1의 크기를 가져 총 1의 

면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다트 던지기를 통해 배치될 

영역은 가로 방향으로 2배, 세로방향으로 2배로 총 4배

의 크기인 2×2가 되도록 구획을 정하여 준다.

3.2 다트던지기

격자구조 샘플링은 샘플링 영역을 격자로 나누어 샘

플을 위치시키는 특성으로 인하여 그 샘플의 분산을 줄

이며 전 영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된다. 하지만, 그로 인

해 샘플의 무작위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Poisson 디스

크 샘플링 기법을 중 하나인 다트 던지기 기법을 사용

하여 샘플이 생성될 패치를 다트던지기 기법은 샘플링 

영역에 무작위로 점을 던진 후 이 점의 반경 2r 안에 

샘플이 있는지 판별한다. 그 안에 샘플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한 샘플을 삭제하며 반경 내에 샘플이 없을 경우에

는 그 점을 추가한다.

본 알고리즘은 다트 던지기 기법의 특성을 2D 격자 

상으로 투사한다. 아래의 그림 2는 선택된 점에서 일정 

거리가 떨어진 반경에서 겹치지 않도록 샘플링 패치가 

선택되도록 하는 예시를 보여준다.

생성된 격자구조 중 격자 선이 가로, 세로로 교차하는 

점을 기준 좌표로 사용한다. 우선 각 가로 격자 선과 세

로 격자 선에 번호를 할당한다. 그 후 랜덤한 정수를 생

성하여 샘플이 위치할 구획의 중심 좌표로 삼는다. 구획

의 중심을 정한 후 정해진 구획의 크기에 맞추어 해당

그림 2 제안하는 다트 던지기 기법의 2D 격자 투사

Fig. 2 Dart throwing projected to the 2D grid

반경 내에 영역을 계산한다. 이를 통하여 이미 구획이 

위치된 격자 상의 자리는 다시 선택되지 않도록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샘플이 선택된 좌표를 기준으

로 격자 상에서 랜덤하게 영역을 생성하고 특정 영역을 

유지하도록 하여 특정 거리 내에 샘플을 생성하지 않도

록 하는 다트 던지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3.3 샘  생성

격자구조 샘플링은 각 격자 내에 한 개씩 샘플을 랜

덤하게 생성하여 배치시킨다. 이 때 각 샘플을 배치하는 

방법에 따라 샘플간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 한쪽

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샘플링 구획의 일부 영역 내에서만 샘

플링을 하여 그림 3과 같이 샘플 간의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 샘플의 생성은 jittering을 

사용하여 최종 샘플의 위치를 결정한다(수식 (1) 참조).

    ∈  (1)

여기에서 는 균일한 랜덤분포 함수이다. 는 다트 던

지기를 통해 결정된 구획의 중심좌표이며, 는 구획의 

폭의 반의 크기이다. 은 최종 배치된 샘플의 좌표이다. 

이를 통해 각 점은 다트던지기를 통해 배치된 구획의 

중앙을 기준으로 구획 1/4의 면적 내에서 벗어나지 않

게 배치되어 일정 거리가 유지되게 된다.

4. 결 과

본 논문의 알고리즘은 Intel Core i7-7700HQ 환경에

서 진행되었다. 생성된 샘플의 품질을 측정하고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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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획 범위 제한에 따른 샘플 간 최대거리(점 선) 

과 최소거리(실선). (a) 구획 범위 제한이 없을 때, 

(b) 구획 범위 제한이 있을 때

Fig. 3 Comparison of the min/max sampling distances of 

(a) without and (b) with the sampling-domain 

constraint

위하여 스펙트럼 분석(4.1장)과 성능 분석(4.2장) 그리고 

결과 이미지 품질(4.3장)을 분석한다.

4.1 스펙트럼 분석

스펙트럼 분석에서 화이트 노이즈는 전체 주파수 영역

에 걸쳐 평탄하게 나타나게 된다. 블루노이즈는 높은 주

파수 영역에서 보이는 화이트 노이즈로써 정의된다[10]. 

이 블루노이즈 특성은 2D 스펙트럼의 밀도 추정 값에서 

중앙의 낮은 주파수 영역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었는지 

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림 4 다양한 샘플들의 스펙트럼 분석

Fig. 4 Spectral analysis of various sample sequences

그림 4는 랜덤 샘플링, 할튼(Halton) 샘플링[11], 해멀

슬리(Hammersley) 샘플링[12], 격자구조 샘플링과 Poisson 

디스크 샘플링,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샘플링 기법

의 샘플 패턴과 해당 알고리즘의 2D 스펙트럼의 밀도 추

정 값 그리고 그 방사형 평균이다. 각 샘플 패턴들은 75

개의 샘플의 분포이며 2D 스펙트럼의 밀도 추정 값을 측

정하기 위하여 약 4k개의 샘플을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랜덤 샘플링은 화이트 노이즈를 생성하며 2D 스펙트

럼이 전 영역에서 평탄한 것을 볼 수 있다. 할튼과 해멀

슬리 샘플링은 low discrepancy 특성을 가진 패턴의 예

로 2D 스펙트럼에서 블루노이즈의 특성이 보이지 않는

다. 반면에, Poisson 디스크 샘플링은 중앙의 검은 홀을 

통하여 그림 4의 다양한 샘플링 알고리즘 중에 가장 강

한 블루 노이즈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격자구조 샘플링의 경우 중앙의 낮은 주파수 영역이 약

간 제거된 것이 보이지만 강한 블루노이즈 분포가 드러

나지는 않는다. 그에 반해 본 연구의 격자구조 샘플링은 

중앙의 검은 홀이 기존의 격자구조 샘플링에 비해 크고 

방사형 평균 그래프가 더 Poisson 디스크 형태와 유사

한 것이 보인다. 품질의 측정 결과 본 연구가 격자구조 

샘플링보다 블루노이즈의 특성을 더 보임을 알 수 있다.

4.2 성능 분석

그림 5는 격자구조 샘플링과 Poisson 디스크 샘플링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샘플링 기법의 성능을 분석한 

도표이다. 샘플의 개수를 40개에서부터 200개, 750개에서 

12,200개까지 증가시키며 수행시간을 측정하였다. 40개 

샘플링 시 격자구조 샘플링은 0.001ms, Poisson 디스크 

샘플링은 10.602ms, 본 연구가 제안한 기법은 2.363ms의 

성능을 보였다. 또한 샘플 12200개를 샘플링 시에는 격자

구조 샘플링에서는 0.104ms, Poisson 디스크 샘플링은 

597.99ms, 본 기법은 490.439ms의 성능을 보인다. 여기

에서 샘플링 수가 증가할수록 샘플의 자리를 찾을 확률이 

적은 다트던지기 기법의 한계로 인하여 Poisson 디스크 

샘플링과 본 기법간의 성능 차이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다양한 샘플들의 성능 분석

Fig. 5 Performance comparison with various sampl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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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샘플링 패턴에 따른 렌더링 이미지 비교 결과. 레퍼런스 이미지(왼쪽) 격자구조 샘플링을 적용한 렌더링 결과 

이미지(a, c) 본 연구를 적용한 렌더링 결과 이미지(b, d)

Fig. 6 Comparison of result images generated with different sampling patterns: the reference (left); jittered sampling 

pattern (a, c); our proposed method (b, d)

다만, 전체적으로 본 기법은 격자구조 샘플링보다 낮으나 

Poisson 디스크 샘플링보다 높은 성능을 가짐을 볼 수 있다.

4.3 이미지 품질

그림 6은 레퍼런스 이미지와 격자구조 샘플링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여 렌더링한 

결과물이다. 레퍼런스 이미지는 400 spp(sample per pixel)

의 Poisson 디스크 패턴을 사용해 생성하였다. Stanford 

Lucy를 사용해 렌더링한 이미지는 왼쪽부터 13 spp, 24 

spp 그리고 30 spp의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Cornell 

Box를 사용한 경우 왼쪽부터 10 spp, 23 spp 그리고 30 

spp의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그림 6에서 기존의 격자구

조 샘플링보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패턴을 사용한 렌더

링 결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영상을 보면 기존의 

격자구조 샘플링에 비해 본 연구를 통해 생성한 결과에

서 아티펙트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

구를 통해 이미지 품질을 높였음을 볼 수 있다.

표 1은 레퍼런스 대비 기존 Poisson 디스크 샘플링과 

격자구조 샘플링 패턴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샘플

링 패턴을 사용한 이미지를 PSNR과 SSIM을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기록한 것이다[13]. 13개 이하의 샘플개수

가 낮은 경우, 본 기법의 PSNR이 Poisson 디스크 기법

이나 격자구조 샘플링 기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지

만 샘플 개수가 많아질수록 Poisson 디스크 기법의 

PSNR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인다. 다만, 품질 측정 결과 

전체적으로 본 기법의 이미지의 품질이 Poisson 디스크 

샘플링의 결과보다는 낮으나 기존의 격자구조 기법보다 

향상된 이미지 품질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연구는 격자구조 샘플링에 다트 던지기를 적용하

여 랜덤성을 높이고 기존의 격자구조 샘플링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낮은 주파수 대역을 제거하는 것을 보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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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결과 이미지 품질 비교(PSNR/SSIM)

Table 1 Comparison of image quality (PSNR/SSIM)

Samples Poisson Disk [1] Jittered [3] Ours

Stanford Lucy

4 70.18/0.31 70.11/0.31 70.20/0.31

13 79.20/0.50 75.19/0.50 75.22/0.50

24 77.78/0.61 77.69/0.61 77.78/0.61

30 78.65/0.65 78.63/0.65 78.69/0.65

46 80.28/0.72 80.25/0.72 80.27/0.72

55 80.96/0.73 80.68/0.73 80.70/0.73

Cornell Box

3 67.38/0.20 67.34/0.20 67.41/0.20

10 72.45/0.35 72.37/0.35 72.48/0.35

23 76.04/0.50 75.86/0.49 75.89/0.49

30 77.01/0.54 76.94/0.54 76.99/0.54

47 78.77/0.62 78.76/0.62 78.77/0.62

56 79.45/0.65 79.43/0.65 79.44/0.65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격자구조 내에 다트 던지기를 

적용하여 그에 따른 한계를 가진다. 첫 번째는 샘플의 

분포가 격자구조에 제한된다는 것이다. 격자구조 샘플링

은 나뉜 격자 전부가 채워지지 않으면 치우친 분포가 

되는 한계점이 있으며 이는 본 알고리즘에도 적용이 된

다. 두 번째는 다트 던지기를 통해 샘플 구획이 랜덤하

게 생성 후 배치되며 이는 총 샘플의 개수에 영향을 미

친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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