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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 new JPEG (Joint Photograph 
Experts Group) compression architecture which compresses 
still image into fixed size of bitstream to use restricted system 
memory efficiently. The size of bitstream is determined by the 
complexity of image and the quantization table. But the 
quantization table is set in advance the complexity of image is 
the essential factor. Therefore the size of bitstream for high 
complexity image is large and the size for low complexity 
image is small. This means that the management of restricted 
system memory is difficult. 

The proposed JPEG encoder estimates the size of 
bitstream using the correlation between consecutive frames and 
selects the quantization table suited to the complexity of image. 
This makes efficient use of system memory. 

 

I. 서론 
 

영상을 촬상하는 경우, 사용자는 액정 화면과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에 디스플레이되는 동영상을 

관찰하다가 촬상하고자 하는 영상이 나타날 때 

촬상하며, 이 때, 촬상된 영상은 소정의 영상 압축 

                                                           
 

방법에 의해 압축되어 파일 형태로 저장된다. 정지영상 

압축 형식은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 형식, JPEG 

형식[1] 등이 대표적이며, 이 중 동영상 표준으로 널리 

사용되는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2]과 연산 

구조가 동등한 JPEG 형식이 널리 이용된다. 

2001 년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카메라폰은 Mega 

화소급 고급 이미지 센서가 출시되면서[4], 정지 영상 

압축 위주의 단순 기능으로부터 동영상 압축을 

포괄하는 고기능, 다기능 제품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급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순 기능의 

카메라폰의 수요도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시장의 규모로 볼 때는 오히려 단순 기능의 카메라폰이 

오히려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3].  

단순 기능의 카메라폰의 경우 개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가급적 적은 용량의 메모리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정지 영상을 압축한 후, 이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지 영상 구조가 필요하게 된다. 

종래의 영상압축 구조에서는 촬상되는 영상의 복잡도에 

JPEG 파일 크기를 제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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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압축된 영상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한된 

용량의 메모리에 오버플로(overflow)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왔다. 첫째, 영상의 복잡도에 

상관없이 충분히 높은 압축률로 압축하는 것이다. 이는 

구현이 용이하나 화질의 열화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오버플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촬상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고화질을 유지할 수 있으나, 

프로세서의 JPEG 엔진에의 개입이 필요하고, 촬상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문제가 

야기되어 큰 전력소모나 연속 촬영의 구조적 어려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7]. 

본 논문에서는 촬상 영상을 이용하여 예측을 하는 

경우[5][6] 시간적 지연을 막기 위해 촬상 이전에 미리 

예측하여 적절한 양자화 테이블로 압축함으로써 일정한 

크기로 압축된 영상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는 JPEG 

압축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한 구조에서는 촬상하고자 

하는 영상 프레임과 직전 영상 프레임과의 높은 상관 

관계를 이용하여, 직전 프레임에 대한 압축 영상의 

크기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양자화 

테이블을 선택하여 현재 영상을 부호화하도록 한다. 

예측기법으로는 DPCM 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예측기법에 비해[5][6][9] 계산량이 적어서 하드웨어 

설계가 용이하다. 

본론에서는 기존 JPEG 압축 구조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정한 크기의 JPEG 압축 파일을 얻기 위한 

예측방법과 그 구조에 대해서 기술한다. 

 

II. 사전 영상 분석 및 양자화 방법 
 
2.1. 기존 정지 영상 압축기 구조 

 
기존의 이산 여현 변환 (DCT:Discrete Cosine 

Transform) 기반의 JPEG압축기는 그림 1과 같은 순서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산코사인
변환부

양자화부 부호화부
입력영상
데이터

압축영상
데이터

그림 1. 정지 영상 압축 구조 
이와 같은 구조에서 압축은 MCU (Minimum Coded 

Unit) 단위로 순차적으로 수행된다. 이산 여현 변환부는 

사용자에 의해 촬상된 영상의 영상 데이터를 이산 여현 

변환하여 출력한다. 양자화(Quantization)부는 사전에 

결정된 양자화 테이블에 따라 이산 여현 변환된 결과를 

양자화한다. 부호화부(Variable Length Code)는 양자화된 

결과를 Huffman 부호화하여 압축영상 데이터를 

출력한다.  

일반적으로 JPEG 에서 사용되는 기본 양자화 

테이블 (QTable0)은 다음과 같다[1]. 

 
16 11 10 16 24 40 51 61
12 12 14 19 26 58 60 55
14 13 16 24 40 57 69 56
14 17 22 29 51 87 80 62
18 22 37 56 68 109 103 77
24 35 55 64 81 104 113 92
49 64 78 87 103 121 120 101
72 92 95 98 112 100 103 99

그림 2. 기본 양자화 테이블 

기본 양자화 테이블의 양자화 계수들을 8 로 나누

어 생성된 양자화 테이블 (QTable0/8)로 VGA 영상 100

장에 대해서 압축을 수행한 결과 각 프레임의 압축 영

상 크기는 그림 3과 같이 영상의 복잡도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압축 영상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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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본 테이블에 의한 JPEG 압축 파일 크기 

 
2.2. 제안한 정지 영상 압축기 구조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JPEG압축기는 그림 4와 같이 구성된다. 

이산 코사인
변환부

양자화부 부호화부

예측부

입력 영상
데이터

압축 영상
데이터

 

그림 4. 파일 크기 제어를 위한 정지 영상 압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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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부는 촬상된 영상의 이전 프레임의 수평 방향

의 고주파 성분의 양과 수직 방향의 고주파 성분의 양

에 의거하여 촬상된 영상에 대한 압축된 영상의 크기를 

예측한다. 양자화부는 예측값에 따라 소정의 양자화 테

이블을 선택하고, 선택된 양자화 테이블을 이용하여 이

산 여현 변환된 영상 데이터를 양자화한다. 부호화부는 

상기 양자화된 영상 데이터를 Huffman 부호화한다. 

 

2.3. DPCM 기반의 영상 사전 분석기 
 

그림 5 는 예측부의 구조 및 동작을 보여준다.  

수평 고주파 측정부

예측값 발생부

수직 고주파 측정부

F/F

라인 메모리

입력 영상

 

그림 5. 예측부 블록 다이어그램 

예측부는 수평 고주파 측정부, 수직 고주파 측정부, 

및 예측값 발생부로 구성된다. 고주파 성분은 촬상된 

영상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웃하는 화소 

간의 휘도값의 차이의 절대값을 합산함으로써 구한다.  

M×N 해상도의 이전에 프레임에 대해 I(i,j) (1≤i≤M, 

1≤j≤N) 가 수평방향으로 i 번째, 수직방향으로 j 번째에 

위치한 휘도성분이라고 하자. 이때 j 번째 열의 고주파 

성분 값(Hj)는 다음과 계산된다.  

( ) ( ) NjjiIjiIH
M

i
j ≤≤+−= ∑

−

=

1,,1,
1

1

 

동일한 방법으로 이전 프레임의 N 개의 열에 대해 

고주파 성분 값을 측정하여 누산함으로써 최종 수평 

방향의 고주파 성분의 양, HSUM, 을 계산한다.  

∑
=

=
N

j
jHHSUM

1

 

수직 고주파 측정부에서 각 행의 고주파 성분의 

양을 구하는 방법은 수평 고주파 측정부와 동일한 

방법으로 라인 메모리를 이용하여 이웃하는 두 열 간에 

동일한 수평 위치에 있는 화소에 대해 DPCM 값을 

구하고, M 개의 행의 고주파 성분 값을 누산함으로써 

최종 수직 방향의 고주파 성분, VSUM, 을 구한다.  

( ) ( ) MijiIjiIV
N

j
i ≤≤+−= ∑

−

=

1,1,,
1

1

 

∑
=

=
M

i
iVVSUM

1

 

예측값 발생부는 HSUM 과 VSUM 을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예측값(EV)을 발생한다.  

VSUMHSUMEV +=  

그림 6 은 예측값과 실제 압축된 영상의 크기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실험을 위한 영상은 VGA 해상도의 

영상 66 장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표의 가로축은 

예측부에서 측정된 예측값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실제 

압축된 영상의 크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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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예측값과 실제 압축 영상 크기 

그림 6 에서 예측값과 실제 압축된 영상의 크기는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예측값이 

측정되면 측정된 예측값에 근거하여 압축된 영상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이터 분석 

툴 Minitab 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측정한 결과 

0.894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타겟 압축 영상을 위한 양자화 테이블 선택 
 

본 논문에서는 VGA 해상도 영상에 대해 타겟 

(Target)압축 영상 데이터를 128 Kbytes로 만드는 10개의 

양자화 테이블을 그림 7 과 같이 구성하였다. 각 

테이블은 

 QTable1 : QTable0 / 16 

 QTable2 : (3*QTable0) / 32 

 QTab;e3 : (3*QTable0) / 16 

 QTable4 : QTable0 / 4 

 QTable5 : (5*QTable0) / 32 

 QTable6 : (5*QTable0) / 16 

 QTable7 : (3*QTable0)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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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able8 : (4*QTable0) / 8 

 QTable9 : (5*QTable0) / 8 

 QTable10 : (7*QTable0) / 8  

의 계산식에 의해 생성한다. 예측값과 압축 영상 

크기가 비례하므로, 4 개의 상위비트가 클수록 큰 

폭으로 양자화가 수행되는 하위 양자화 테이블을 

선택하여 큰 폭으로 압축이 수행되도록 하고, 4 개의 

상위 비트가 작을수록 작은 폭으로 양자화가 수행되는 

상위 양자화 테이블을 선택하여 작은 폭으로 압축이 

수행되도록 한다. 즉, 예측값의 4 개의 최상위 비트가 

0000 이면 양자화부는 Qtable1 을 선택하고, 1001 또는 

그 이상이면 가장 큰 폭으로 양자화가 수행되는 

Qtable10을 선택한다. 

 

그림 7. 양자화 테이블 

 

III. 결론 
 

그림 8 는 VGA 해상도 영상 100 장에 대해 제안한 

예측방법에 의해 JPEG 압축을 수행한 결과이다.  

제안 JPEG 압축

기존 JPEG 압축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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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압축 영상 파일 크기 

모든 영상이 128Kbytes에 근접한 압축 영상을 출력함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제안하는 JPEG 압축기는 사람의 

눈에 덜 민감한 고주파 성분을 많이 구비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양자화를 더 크게 하여 압축을 수행하여 

압축된 영상의 크기가 일정하도록 하므로,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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