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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Goal of rendering 

■ Photo-like image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발전해옴 

■ Gouraud shading (1971) 

■ Phong shading (1975) 

■ Ray tracing (1980) 

■ Radiosity (1984) 

■ Photon mapping (1995) 

 

■ Research issues 

■ Real-time vs. Reality 

■ Computation cost – GPU를 이용하여 해결 

■ Super-realistic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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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비사실적 렌더링 (NPR – Non Photorealistic Rendering) 

■ 극 사실성을 추구하던 기존의 CG 접근 방법과는 달리, 

예술·감성에 기반한 인간 친화적 영상 제작을 위한 CG기술 

 

■ 페인터리 렌더링의 예 

[Seo13] 

입력 이미지 / 비디오 

NPR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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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미지 및 비디오 기반 비사실적 렌더링의 분류 

■ 표현 재료(medium)에 따라 

■ Painterly, pen & ink, mosaic, watercolor, stippling, cartoon 등 

■ 같은 표현 재료라도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음 

Painterly [Hertzmann02] Pen & Ink [Salisbury97] Mosaic [Kang11] Watercolor [Bousseau07] Stippling [Son11] Cartoon [Wang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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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미지 및 비디오 기반 비사실적 렌더링의 분류 

■ 렌더링 메커니즘에 따라 

■ 스트로크 기반, 영역 기반, 예제 기반… 

스트로크 기반 [Seo13] 영역 기반 [Collomosse05] 예제 기반 [Le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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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미지 및 비디오 기반 비사실적 렌더링의 분류 

■ 렌더링 메커니즘에 따라 

■ 스트로크 기반, 영역 기반, 예제 기반… 

■ 그 중, 스트로크 기반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어짐 

Kyprianidis et al., State of the “Art”: A Taxonomy of Artistic Stylization Techniques 

for Images and Video , IEEE TVCG, Vol. 19, No. 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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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미지 및 비디오 기반 비사실적 렌더링의 분류 

 

이미지 및 비디오 기반 NPR 

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예제 기반 렌더링 영역 기반 렌더링 

Painterly 

Mosaic 

Etc. 

Fill 

Shape 

Etc. 

Color 

Textur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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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미지 및 비디오 기반 비사실적 렌더링의 분류 

 

이미지 및 비디오 기반 NPR 

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예제 기반 렌더링 영역 기반 렌더링 

Painterly 

Mosaic 

Etc. 

Fill 

Shape 

Etc. 

Color 

Textur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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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스트로크 기반 렌더링의 정의 

■ 스트로크들을 평면상에 배치하여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 

■ 스트로크 

■ 이미지 평면 상에서 렌더링 될 프리미티브 

■ 표현 재료에 따라 다양한 속성을 지님 

 

 
페인터리 브러시 스티플링 색종이 

- 색상 
- 모양 
- 길이 
- 방향 
- 텍스처 

…
 

- 색상 
- 모양 
- 크기 

…
 

- 색상 
- 모양 
- 크기 
- 찢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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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페인터리 렌더링 

■ 캔버스에 페인터리 브러시를 배치하여 대상 이미지를 표현 

■ 초창기 

■ 유저의 수작업에 의한 이미지 생성 

■ 브러시의 속성(크기, 색상, 방향 등)을 인터렉티브하게 설정 

■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 등을 이용해 직접 스트로크 배치 

 

 

[Haeberli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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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페인터리 렌더링 

■ 자동으로 대상 이미지를 렌더링하는 방법들이 등장 

■ 더 이상 유저와의 인터랙션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림 그리는 방법’이 반영된 알고리즘들 등장 

[Litwinowicz97] 

브러시들이 에지를 침범 에지에 걸치는 브러시들을 크롭핑 이미지 그래디언트 방향에 따라 브러시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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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페인터리 렌더링 

■ 자동으로 대상 이미지를 렌더링하는 방법들이 등장 

■ 유저를 도와주는 도구에서 사람(혹은 화가)을 흉내내는 인공지능으로 발전 

■ 알고리즘의 목표 : 페인터리 브러시를 이용한다는 제약조건 하에서 

입력 이미지를 잘 표현하는(유사한) 결과를 만드는 것 

빈 캔버스 생성 
페인터리 브러시 

칠하기 
입력 이미지와 

유사한가? 
입력 이미지 결과 이미지 

[Hertzmann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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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페인터리 렌더링 

■ 브러시의 ‘속성’들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 

■ 브러시의 모양 

■ 화가들은 직선만으로 붓 칠 하지 않는다! 

■ 스플라인을 이용해 곡선 스트로크 생성 

스플라인 스트로크 생성 

[Hertzmann98] 

p0 

g0 

v0 

p1 

g1 

v1 

p2 

g2 
v2 

그래디언트에 수직한 방향으로 컨트롤포인트 추적 곡선 스트로크를 이용한 결과 

스트로크의 평균색과 임계치 이상으로 다른 색의 픽셀을 만나거나, 

일정 길이에 도달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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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페인터리 렌더링 

■ 브러시의 ‘속성’들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 

■ 브러시의 크기 

■ 화가들은 다양한 사이즈의 붓을 사용한다! 

 

[Hertzmann98] 

큰 브러시에서 작은 브러시 순으로 렌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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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페인터리 렌더링 

■ 브러시의 ‘속성’들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 

■ 브러시의 색상 및 재질 

■ 중심점에서의 픽셀 색상 사용 

또는, 브러시 컨트롤 포인트들의 평균 색상 사용 

■ 브러시 스트로크에 텍스처맵, 범프맵 등을 맵핑하여 재질감 부여 

Texture map 

Bump map 텍스처 및 범프맵핑이 적용된 결과 [Hertzman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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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페인터리 렌더링 

■ 브러시의 ‘속성’들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 

■ 브러시의 방향 

■ 로컬 그래디언트는 일관성 있는 방향을 표현하기 어려움 

■ 방향 보간 방법 

■ 주요 지점들(강한 그래디언트)로부터 그래디언트 방향을 보간 

로컬 그래디언트 RBF [Hays04] 



17 

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페인터리 렌더링 

■ 브러시의 ‘속성’들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 

■ 브러시의 방향 

■ 화가들은 브러시의 방향으로 움직임을 표현하기도 했다. 

■ 입력 비디오로부터 모션 방향을 취득하여 브러시 방향으로 사용 

Canal with Women Washing 
by Van Gogh (1888) 

모션 기반 페인터리 렌더링 [Le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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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페인터리 렌더링 

■ 브러시의 ‘속성’들을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스타일 적용 가능 

표현주의 스타일 

- 브러시 색상에 jitter 추가 
- 최소 브러시 길이를 비교적 길게 

점묘화 스타일 

- 랜덤 hue/saturation 
- 브러시 길이를 0으로 
  (원형 브러시) 
  

인상주의 스타일 

- 가장 노멀한 스타일 

[Hertzmann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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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페인터리 렌더링 

■ 보다 손쉽게 화가의 브러시를 흉내낼 수는 없을까? 

■ 브러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페인터리 렌더링 

■ 화가들이 사용한 브러시 스트로크를 취득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 데이터베이스에서 입력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브러시를 검색하여 칠함 

[Seo12] 

브러시 스트로크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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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페인터리 렌더링 

■ 사람의 인지를 고려한 연구들 

■ Saliency에 기반한 렌더링 

■ 화가들은 주요 대상 위주로 

디테일 묘사를 하기도 한다. 

■ 눈에 잘띄는 부분을 더 자세히 렌더링 

유저 인터랙션에 의한 saliency map [Hertzmann 01] 자동 계산된 Saliency map [Collomosse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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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페인터리 렌더링 

■ 특정 화가의 화풍 분석을 통한 스타일 구현 

■ 점묘화 (쇠라, 시냑 등) 

■ 보색 병치를 이용한 색상 표현 

■ (순색 + 보색)을 통해 색 표현 

단순 색상 혼합 

보색 병치 

채도 차이 

A Sunday Afternoon on the Island of La 
Grande Jatte, 1884–1886, by J. Seraut 

보색 병치를 통한 점묘화 렌더링 [Seo10] 

RYB 컬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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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페인터리 렌더링 

■ 입력 이미지의 객체 분류를 통한 페인터리 렌더링 

■ 입력 이미지를 그것의 구성 패턴들로 분해 및 객체 인식 

■ 패턴들 간의 순서를 고려한 레이어 생성 

입력 이미지에 대한 객체 분류 객체 분류를 통한 페인터리 렌더링 결과 [Zeng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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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페인터리 렌더링 

■ 입력비디오에 대한 페인터리 애니메이션 

■ 시간적 일관성 

■ 프레임 간 브러시 속성들(위치, 색상, 방향 등)이 일관적이어야 함 

■ 입력 비디오로부터 추출한 모션을 따라 브러시 이동 

■ 브러시의 생성/소멸시 투명도 부여 

페인터리 애니메이션 결과 [Hays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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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페인터리 렌더링 

■ 입력비디오에 대한 페인터리 애니메이션 

■ Paint-on-glass 방식의 애니메이션 

■ 바뀐 부분을 덧칠해서 그리는 방식 

■ 모션맵(움직임이 발생한 부분)을 추출하여 브러시 덧칠에 사용 

페인터리 애니메이션 결과 [Park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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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 가이드를 통한 영역 분리 

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페인터리 렌더링 

■ 입력비디오에 대한 페인터리 애니메이션 

■ 자동화에는 한계가 있다. 

■ 유저 가이드를 통해 프레임별 브러시 속성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Hertzmann12] 

프레임별 스트로크 속성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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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모자이크 

■ 평면에 타일을 배치하여 대상 이미지를 표현 

■ 브러시 -> 타일 

■ 브러시와 달리 스트로크(타일)간 겹침이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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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모자이크 

■ 타일 모자이크의 타일 배치 [Hausner01] 

■ 무게중심 보로노이 다이어그램(CVD)을 사용하여 사각 타일 배치 

■ 입력 영상의 에지로부터 타일의 방향성 계산 

■ 에지 회피 알고리즘을 통해 에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타일 위치 조정 

CVD 에지로부터 타일 방향 계산 에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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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모자이크 

■ 타일 모자이크 고유의 양식 [Elber03] 

■ 타일들이 에지를 따라 열맞춰 가지런히 정렬되어 놓여지는 특성 

■ 입력 이미지의 에지로부터 일정 간격의 오프셋 커브 생성하여 타일 배치 

오프셋 커브 생성 오프셋 커브를 따라 타일 배치 타일 모자이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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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모자이크 

■ 모자이크 애니메이션 [Smith05] 

■ 프레임간 타일들의 시간적 일관성 유지 

■ 입력 비디오 영역 분할하고, CAVD 이용하여 타일 팩킹(Packing) 

■ 그룹 모션을 이용한 타일 이동 

CVD 

CAVD 

분할된 영역 

타일 배치 

영역이 커지는 경우 

새로운 타일의 추가 

AniMos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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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모자이크  

■ 모자이크 애니메이션 [Kang11] 

■ 프레임간 타일들의 시간적 일관성 유지 

■ 입력 비디오의 모션을 따르는 개별 타일들의 이동 

■ 시공간 바이래터럴 필터링을 이용한 색상 스무딩 

오프셋 컨테이너 생성 

컨테이너 내 타일 배치 

프레임 간 모션 추출 

모션을 따라 타일 이동  

프레임 간 타일 색상 스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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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모자이크 

■ 색종이 모자이크 [Seo01] 

■ 찢어진 색종이 타일을 스트로크로 사용 

■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색종이 타일 모델링 

■ 랜덤 중점 변위법을 이용한 색종이의 찢어짐 효과 표현 

■ 두 개의 레이어로 모델링 함으로써 흰색의 찢어진 종이 효과 표현 

:  Added 

point 

P 

랜덤 포인트에 
의한 보로노이 

폴리곤 

P1 
P2 

P3 

P4 P5 
P6 

P7 

P8 

offset 

Iteration 1 

Iteration 2 

Iteration 3 

White Paper 

Colored  Paper 

Visible area 

랜덤 중점 변위법 

두 층의 색종이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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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모자이크 

■ 색종이 모자이크 [Gi06] 

■ 색종이 찢는 과정 알고리즘화 

■ 찢은 색종이를 붙일 영역 탐색 

 

 

색종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 베지에 커브 

찢어짐 효과 잘라내기 

,

( , ) ( , )

( , )        ( , ) ( , ) ( , )

half_max ( , )

c

o

i j B

D i j W i j C

E Energy i j Energy i j D i j W i j O

D i j else


  

    




out of the container 

overlapped 

in the container 

Wc 가중치가 큰 경우 

Wo 가중치가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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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모자이크 

■ 색종이 모자이크 [Han13] 

■ 색종이 붙여나가는 과정 알고리즘화  

■ 타일 붙이는 순서 고려 

(지금 이순간 어디에 타일을 붙일 것인가?) 

■ 지금 붙이고 있는 색의 색종이 위주로 

■ 에지 주위를 우선으로 

■ 지금 붙이고 있는 지점 근처에서 

■ 붙여나가고 있는 방향으로 

에지 주위 우선 붙이고 있는 색상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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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모자이크 

■ 색종이 모자이크 애니메이션 

■ 에지 기반 색종이 타일 모델링 

■ 모델링한 색종이 타일을 입력 비디오에서 

추출한 모션을 따라 이동 

Torn effects 
for white layer 

White paper 
layer 

Position 

Angle 

Vertex 
angles 

Vertex 
lengths 

Torn 
effects 

Color 

색종이 타일 모델링 

… 

Edges 

KernelSize 

색종이 타일 생성 

length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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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기타 

■ 톤 표현 

■ 스티플링 [Kim08, Son11] 

■ 점으로 대상 이미지의 톤 표현 

 

■ 해칭 [Sousa00, Lu12] 

■ 선으로 대상 이미지의 톤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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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 스트로크 기반 렌더링의 장점 및 한계 

■ 스트로크 모델링을 달리 함으로써 다양한 스타일 표현 가능 

■ 브러시, 타일, 점, 해칭 라인 등 

■ 스트로크로 표현할 수 없는 스타일들이 존재 

■ 카툰 

■ 특정 스타일을 위해 전용 휴리스틱 필요 

■ 고흐 스타일? 

=> 영역 기반 렌더링 

=> 예제 기반 렌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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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미지 및 비디오 기반 비사실적 렌더링의 분류 

 

이미지 및 비디오 기반 NPR 

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예제 기반 렌더링 영역 기반 렌더링 

Painterly 

Mosaic 

Etc. 

Fill 

Shape 

Etc. 

Color 

Textur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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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기반 렌더링 

■ 컬러 트랜스퍼 

■ 대상 이미지를 예제 이미지의 색감으로 바꾸는 것 

■ 대상 이미지의 색상 분포를 예제 이미지의 색상 분포로 조절 [Reinhard01] 

■ RGB -> lαβ -> 분포 조절 ->RGB 

■ 그래디언트를 유지하는 컬러 트랜스퍼 [Xiao09] 

■ 대상 이미지의 그래디언트 유지 + 예제 이미지의 색상 분포에 유사하게 

대상 이미지 예제 이미지 결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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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기반 렌더링 

■ 텍스처 트랜스퍼 

■ Image Analogies [Hertzmann01] 

■ 예제 이미지 쌍을 이용해 입력 이미지에 텍스처를 전이 

■ 텍스처 트랜스퍼 [Ashikhmin03] 

■ 대상 이미지와 유사한 색상 + 예제 이미지와 유사한 텍스처 

■ 방향성을 갖는 텍스처 트랜스퍼 [Lee10] 

■ 입력 이미지의 방향성을 따르도록 텍스처를 조합 

? 

대상 이미지 예제 이미지 결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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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기반 렌더링 

■ 기타 

■ 예제에 의한 스티플링 [Kim09, Martin11] 

■ 스티플링 작품으로부터 톤 맵을 추출하여 점의 분포를 통계적으로 분석 

■ 이를 바탕으로 예제와 유사한 분포를 갖도록 점을 렌더링 

■ 예제에 의한 초상화 페인팅 [Zhao11] 

■ 브러시들의 위치, 색상, 얼굴 특징점 등을 지닌 초상화 템플릿 

■ 입력 이미지에서 얼굴 특징점 검출하여, 템플릿의 브러시들을 transformation 

■ 브러시 색상을 입력 이미지에 맞게 shift 

예제 작품 톤맵 추출 통계적 분석 톤맵 생성 대상 이미지 결과 이미지 
초상화 템플릿 

브러시 
transformation 

브러시 색상 
shift 결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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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기반 렌더링 

■ 예제 기반 렌더링의 장점 및 한계 

■ 특정 스타일을 위해 휴리스틱을 요구하지 않음 

 

■ 예제를 이용한 NPR 연구가 아직 많지 않은 편 

■ 컬러, 텍스처… 

■ 보다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된다면 ‘스타일 트랜스퍼’로 발전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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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미지 및 비디오 기반 비사실적 렌더링의 분류 

 

이미지 및 비디오 기반 NPR 

스트로크 기반 렌더링 예제 기반 렌더링 영역 기반 렌더링 

Painterly 

Mosaic 

Etc. 

Fill 

Shape 

Etc. 

Color 

Textur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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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기반 렌더링 

■ 주로 카툰이나 단순화(abstraction, simplification) 

■ 영역 단순화 

■ 영역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순한 shape 찾기 [Song08] 

■ 이미지를 계층화하여 단순하게 표현하기 [DeCarlo02] 

■ 비디오에 대한 영역 단순화 

■ 키프레임 기반 영역 트랙킹을 통한 스타일라이제이션 [Agarwala04] 

■ 비디오 볼륨에 대한 시간적 일관성 있는 영역 분할 [Collomosse05] 

분할된 영역의 계층화 아이 트래킹 단순화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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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 방향 

■ 새로운 스타일? 

■ 이미 대부분의 잘 알려진 스타일들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 새로운 features : RGB-D,  

■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접근이 필요 

■ 화가의 화풍, Perception, Computational Aesthetics… 

■ 애니메이션 

■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지만, 시간적 일관성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 

■ 플리커링(temporal discontinuity)에 비해, 샤워도어 효과(motion 

incoherencce)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연구되어지지 못한 경향 

■ 평가 및 검증 

■ 기존 연구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 미학적 평가 (이 결과가 아름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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