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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무손실 상 압축에서 쓰이는 변형된 정수 변환들을 설명하고 이를 2차원으로 확장한 것에 한 

성능 분석을 제시한다. 변형된 정수 변환들은 2차원으로 확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성능  복잡도가 다른 면이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리 가능한 형태로 확장한 변형 H.264 정수 변환  리  구조를 이용한 가역 정수 변

환과 분리 가능하지 않은 형태로 확장한 JPEG XR의 PCT변환에 한 성능  복잡도를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고, 이

에 련된 실험 결과를 제공한다. 실험 결과는 리  구조를 이용하여 변형된 가역 정수 변환을 분리 가능한 형태

로 확장하는 방법이 압축 효율면에서 가장 우수함을 보여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introduce modified integer transforms for lossless image compression and evaluate their performances for 

two-dimensional transforms. The two-dimensional extensions of the modified integer transforms show different performances in terms of 

coding efficiency and computational complexity. Thus, we measure performances for two-dimensional separable transforms and a 

two-dimensional non-separable transform. The separable modified integer transform used in H.264, the modified integer transform using the 

lifting scheme, and the non-separable transform in JPEG XR are evaluated in this paper. Also, experiments and their results are given. The 

experimental results indicate that the modified integer transform using the lifting scheme shows the best performance in terms of compressio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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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상 압축의 두 가지 표 인 변환에는 블록 변환과 

웨이블릿 변환이 있다. 블록 기반의 변환은 입력 상을 

오버랩 되지 않는 작은 블록 단 로 나 어서 처리하는 

기법이다[1]. 표 인 로써 H.264/ Advanced Video 

Coding(AVC)[2]와 JPEG extended range(JPEG XR)[3-5] 

압축 방법을 들 수 있다. 

이 때 실수 변환이 아닌 정수 변환을 하게 되면 곱셈 

연산을 덧셈 연산과 쉬 트 연산으로 체 할 수 있어 계

산이 단순해져 속도가 빨라지고 메모리를 여주는 효

과를 가져 온다. 이는 비용을 획기 으로 감소시킬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수 변환은 무손실 압축이 가능

한 가역 변환을 제공 한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비디오 코딩에서는 8×8 Discrete Cosine Transform 

(DCT)를 사용하 지만, 이러한 실수 변환의 문제 을 

극복하고 블록 크기로 인한 링 상을 이기 해 최

근 4×4 변환 블록을 단 로 한 정수 변환을 많이 사용

하는데[6], H.264/AVC와 JPEG XR도 이 방법을 사용하

고 있다.

기존의 H.264/AVC 표 에서 사용되는 변환은 결과

의 비트 수가 크고 계산량이 많아 압축 성능 면에서 효율

이지 못하다. 이는 결과 비트 수가 커져서 변환 계수 

범 가 커지면 엔트로피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무손실 

압축에서는 변환 계수의 범 가 압축 성능에 상당히 민

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7]. 따라서 앞선 연구[8]에서

는 이러한 효율성 문제를 보완하기 한 방법으로 

H.264/AVC를 리 을 기반으로 무손실 상 압축에서 

합한 형태로 변형하여 제시하고 그 성능의 우수함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1차원에 제한된 것으로 

2차원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무손실 상 압축에서 쓰이는 기존의 

1차원 기반으로 제시된 변형된 정수 변환 방법들을 살펴

보고 이를 2차원으로 확장한다. 이 때 1차원 변환을 반복 

사용해서 분리 가능(separable)한 형태로 구 하여 확장

한 방법과 2차원 으로 분리 가능하지 않은(non- 

separable) 방법으로 설계된 JPEG XR의 Photo Core 

Transform(PCT)와의 성능  복잡도 비교 실험을 통하여 

이들을 평가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무손실 상 

압축을 한 정수 변환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  성능 실

험에 한 결과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그 결과를 분석

하고 5장에서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Ⅱ. 무손실 상 압축을 한 정수 변환들

2.1. S변환

2  변환의 표 인 연산으로 나비(butterfly) 연산이 

있다. H.264/AVC 정수 변환의 고속 알고리즘은 나비 연

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연산  하나가 2  하다마

드(Hadamard) 변환과 동일하다[8]. 이러한 2  하다마드 

변환을 리  구조를 사용하여 효율 으로 구 한 것

이 S변환(S-transform)[4]으로 그림 1에서 제시되었다.

여기서 변환계수 y1의 계수 범 (dynamic range)는 입

력계수 x0, x1 보다 1비트 더 크다. 하지만 y0는 입력계수

와 동일한 범 를 가지므로, y0의 계수 범 가 1비트 증

가하는 하다마드 변환보다 범 가 작아짐을 확인 할 수 

있다. 계수가 1비트 작아지면 계수 범 가 반으로 감소

하기 때문에 이는 무손실 압축에서 상당히 효율 임을 

알 수 있다.

이 변환을 2차원으로 확장하기 해서 2×2 블록의 4

개의 픽셀들에 해서 수직, 수평방향으로 나 어 2  S

변환을 분리 가능(separable)한 형태로 4번 반복 구  한

다.

2×2 하다마드 변환은 픽셀들을 분리 가능하지 않은 형

태로 변환한 것으로 이것과 2×2 블록에 해 분리 가능

하도록 변환한 S변환과의 변환 결과 비트를 비교해 보

면, 두 변환은 각 픽셀에 해서 비트량 할당이 다를 뿐 

체 비트량이 같아 결과 으로 동일한 변환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2×2 블록에서 두 변환 방식이 일치한다

는 것을 고려한다면, 4×4 블록 단 의 무손실 정수 변환

에서도 두 변환 방식이 성능의 유사함을 보이는 것은 당

연하다.

그림 1. S변환에 한 리  구
Fig. 1 Lifting implementation of S-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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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 변형 H.264 정수 변환 (a) 변환 (b) 역변환
Fig. 2 Modified H.264 integer transform (a) forward 

transform (b) inverse transform

2.2. 변형 H.264/AVC

기존의 H.264/AVC 표 에서 사용되는 정수 변환은 

무손실 압축 성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

능 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합한 형태로의 변

형이 요구된다. 그림 2에서 변형된 H.264/AVC 정수 변

환의 흐름도가 제시되었다. 이 변환은 H.264/ AVC를 가

역(reversible) 정수 변환으로 변형시킨 것으로 변환 후 

다시 역변환 한 결과는 입력 변수의 정확히 4배가 나오

는데 곱셈 연산을 사용하지 않고 쉬 트 연산만 사용하

여 원본 값으로의 복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무손실을 보

장할 뿐만 아니라 변환 계수의 범 를 여 그 효율성을 

높 다[7]. 1차원에서의 이 변형된 정수 변환을 2차원으

로 확장하기 하여 S변환을 확장한 것과 같은 방식으

로 수직, 수평 방향에 해 분리 가능한 방식으로 4×4 블

록에 해서 반복해서 구 한다. 이 때 4  변환은 가로 

혹은 세로 방향의 연속 인 4개의 픽셀이 입력이 된다. 

변형 H.264 정수 변환이 1차원의 압축에서 효율 이지 

못했던 에 근거하여[8], 2차원에서도 성능 면에서 다

소 문제 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JPEG XR에서의 정수 변환

JPEG XR에서 쓰이는 기본 변환 의 하나는 Photo 

Core Transform(PCT)이다[4]. 이 변환은 입력 상을 4×4 

블록 단 로 나  뒤 각 블록에 해서 2차원 으로 처

리하는 방식이다. 변환의 입력은 연속 인 선형의 4개의 

픽셀이 아닌 2×2 블록 모양의 픽셀로, 이 4개의 픽셀을 1

차원 데이터처럼 나열하여 변환해 주는 방식을 사용한

다. 변환 후의 계수 배치 순서는 그림 3(a)에 나타낸 것

과 같다[9]. 그림 3(b)에서 알 수 있듯이 PCT 변환은 두 단

계로 이루어져 있다.  

(a)

     

(b)

그림 3. PCT 변환 (a) 변환과 역변환 연산  
(b) 변환 계수 의 두 단계 과정

Fig. 3 PCT transform (a) forward transform and 
inverse transform operation (b) two processes of PCT

(a)

(b)

(c)

그림 4. PCT의 기본 연산 
(a) Th (b) Todd (c) Todd_odd

Fig. 4 Basic operations of PCT
(a) Th (b) Todd (c) Todd_o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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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에서는 상의 각 4×4 블록을 4개의 변

환 계수에 해 4번씩 Th연산을 하는데 여기서 Th연산은 

2차원 2×2 하다마드 변환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는 Th, Todd, Todd_odd연산을 순서 로 각각 1회, 2회, 1회씩 

수행 한다. 각 변환 연산에 해당하는 신호 흐름도는 그림 

4에 제시된 것과 같다. 여기서 JPEG XR의 모든 변환 연

산은 리  구조를 사용하여 구 되었다[4]. 

PCT 변환이 하다마드 변환을 기반으로 한다는 을 

근거로 성능 면에서 분리 가능하지 않은 2차원 변환과 

유사함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CT 변환이 

분리 가능한 형태로 확장한 S변환에 비해 복잡성의 문

제 을 가진다.

2.4. 리  구조를 이용한 효율 인 정수 변환

기존에 가역 변환용으로써 제시되었던 변형 H.264/ 

AVC 방법은 변환 계수의 범 가 커서 무손실 압축에

서 효율 이지 못하 다. 

따라서 앞선 연구[8]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

하기 해 고속 연산을 수행 하도록 리  구조를 기

반으로 설계한 변환인 Modified Reversible Integer 

Transform(MRIT)을 제안하 다. 여기서 제안된 변환

의 라미터 계수에서 2/5는 5로 나 는 요소가 변환의 

복잡도를 증가시키므로 이를 간단한 쉬 트 연산과 

덧셈 연산으로 구 이 가능하도록 1/2로 근사시켜 최

화한 뒤 그 성능을 실험으로 보 다. 그림 5에서 무

손실 압축에 효율 이도록 최종 으로 제시한 변환에 

한 흐름도를 보여 다.

(a)      (b)

그림 5. 리  구조를 이용한 효율 인 정수 변환 
(a) 변환 (b) 역변환

Fig. 5 Efficient integer transform using lifting structure  
(a) forward transform (b) inverse transform

이 4  변환을 변형 H.264/AVC를 2차원으로 확장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리 가능한 방식으로 4×4 블록

의 16개의 픽셀에 해서 구 한다.

Ⅲ.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1차원에서 제시된 정수 변환 방법인 

변형 H.264/AVC와 MRIT 변환을 2차원으로 확장하고 2

차원 으로 설계된 JPEG XR에서의 PCT변환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그 성능을 분석하기 한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 검증을 해 성능과 복잡도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진

행한다. 실험에서 사용된 상은 Lena 상과 Baboon

상을 시계방향으로 90도 회  시킨 512×512 크기의 흑

백 상이다.

먼 , 성능을 평가하기 해 상을 4×4 블록의 16

개 픽셀 단 로 나 어 변환을 수행한 뒤 같은 치에 

있는 변환 계수(transform coefficient)들을 모은다. 

역별로 모아진 16개의 변환 계수들에 한 1차 엔트

로피를 구하여 각 변환 간의 성능을 비교 평가 한다. 

각 블록에 한 변환 계수의 배치 순서는 그림 6에 제

시되었다. 

한 신호 흐름도의 연산량을 계산하여 이론 인 복

잡도를 측정하고, 소 트웨어의 구 을 통해 실제 연산 

속도를 분석한다. 소 트웨어의 PCT 구 시 Th, Todd, 

Todd_odd연산에 한 함수는 [4]의 흐름도를 바탕으로 [9]

의 코드를 참조하여 최 화시켜 구 하 다.

먼 , 변환 계수 값에 한 1차 엔트로피 값을 통해 변

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데 표 1은 Lena와 Baboon 상

에 한 실험 결과를 보여 다. 

(a)        (b)

그림 6. 변환 계수 배치 (a) H.264 and MRIT (b) PCT
Fig. 6 Transform coefficient ordering 
(a) H.264 and MRIT (b) 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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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엔트로피 실험 결과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for entropy

Lena Baboon

H.264 PCT MRIT H.264 PCT MRIT

f0 11.252 9.362 7.388 11.005 9.106 7.133 

f1 7.850 6.213 4.919 9.592 6.958 6.673 

f2 6.390 4.999 3.438 8.805  6.216 5.864 

f3 6.544 4.416 3.576 8.920 6.451 5.986 

f4 8.551 5.503 5.633 9.323 7.226 6.390 

f5 7.646 3.397 5.694 9.324 5.112 7.382 

f6 6.637 3.498 4.664 8.658 5.518 6.704 

f7 6.679 3.991 4.698 8.914 5.373 6.961 

f8 6.970 4.414 4.029 8.184 6.854 5.226 

f9 6.774 3.598 4.802 8.376 5.175 6.409 

f10 5.998 4.019 4.031 7.843 5.869 5.870 

f11 6.197 4.455 4.214 8.220 5.560 6.249 

f12 7.083 4.562 4.126 8.103 6.153 5.144 

f13 6.941 3.710 4.962 8.303 5.991 6.337 

f14 6.290 3.930 4.315 7.869 6.414 5.896 

f15 6.670 4.993 4.687 8.365 6.657 6.401 

ave 7.155 4.691 4.698 8.738 6.290 6.289 

H.264/AVC변환에서 변환 계수 값의 평균 엔트로피

가 Lena 상의 경우 7.155dB이고, Baboon 상의 경우 

8.738dB로 PCT와 MRIT에 비해 략 2.5dB 정도 높은 

반면, PCT와 MRIT의 두 변환은 거의 동일함 확인할 수 

있다.

표 2. 연산 복잡도
Table. 2 Complexity of Operation.

H.264 PCT MRIT

forward inverse forward inverse forward inverse

add 64 64 96 96 64 64

shift 24 16 44 44 40 40

제시된 표 2는 하나의 4×4 블록에 해 각 변환과 그 

역변환에 한 연산량을 보여 다. 표의 수치는 [4]의 신

호 흐름도에 따른 이론 인 연산 개수를 나타낸다. 복잡

한 곱셈연산은 간단한 덧셈 연산과 쉬 트 연산으로 구

 가능하므로, 연산량 계산 시 신호 흐름도의 1/2에서 

사용된 곱셈연산은 1개의 쉬 트 연산으로, 3/8과 3/4에

서는 1개의 덧셈 연산과 2개의 쉬 트 연산으로 변환하

여 계산한다. 

제안된 MRIT의 변환과 역변환에서의 덧셈 연산량은 

각각 64개로 H.264/AVC 변환과 동일함을 보이지만, 쉬

트 연산량은 MRIT가 변환과 역변환의 두 경우 모두 

40개로, 변환 시 24개가 필요하고 역변환에서 16개가 필

요한 H.264/AVC에 비해 조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체 연산량 면에서 MRIT가 H.264/AVC에 비해 약간 비

효율 으로 보이나, 앞서 제시한 표 1과 함께 고려해 보

면 엔트로피의 향상에 비해 연산의 증가량이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PCT의 변환과 역변환은 모두 덧셈 

연산 96개와 쉬 트 연산 44개로 다른 두 연산에 비해 확

연히 복잡함을 보인다.

시간 복잡도는 소 트웨어로 구 했을 때의 연산 시

간을 측정하여 구한다. 본 논문에서의 실험 환경은 쿼드

코어 CPU 2.66 GHz의 하드웨어 환경에서 구 하 고 

변환간의 속도를 비교하기 해서 각 변환을 100회 반복

하여 측정한다. H.264/AVC와 MRIT는 변환의 평균 연산 

수행 소요 시간이 각각 417ms와 498ms로, 694ms이 소요

된 PCT에 비해 훨씬 우월함을 보인다. 한 역변환의 결

과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H.264/AVC와 MRIT

가 각각 426ms와 501ms로, 707ms이 걸린 PCT에 비해 상

당히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Ⅳ. 성능 분석  토의

본 논문에서는 2×2 블록 단 의 변환에서 1차원의 2

 변환을 분리 가능한 형태로 구 한 S변환과 분리 가

능하지 않은 형태로 구 한 2×2 하다마드 변환간의 성

능의 유사함을 보이고, 이를 4×4 블록 단 로 확장하여 

변환 간의 성능을 비교하 다.

변환 계수 값에 한 1차 엔트로피 값을 통해 변환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을 때 H.264/AVC가 다른 두 변환에 

비해 엔트로피가 높아 성능 면에서 효율 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한 PCT의 결과와 MRIT변환 결과의 엔트

로피가 거의 동일한 것은 두 변환이 유사한 성능을 가지

고 있음을 실험 으로 보여 다. 즉, 분리 가능한 형태의 

변환과 분리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변환의 성능이 4×4 

블록 단 의 2차원 무손실 정수 변환에서도 큰 차이 없

이 같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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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유사한 성능의 변환을 평가하기 해

서는 복잡도 측면에서 비교해 보아야 한다. 동일한 성능

을 보인 두 변환이 체 연산량 면에서는 PCT변환이 

MRIT변환에 비해 상당히 복잡함을 보 다. 한, 연산 

시간 면에서도 다소 비효율 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

서 성능과 복잡도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2차원 

변환으로 확장시킬 때 분리 가능한 형태로 수행한 MRIT 

변환 방법이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손실용 정수 변환 방법으로 변형 

H.264/AVC 정수 변환  JPEG XR의 PCT 변환, 리

을 이용한 효율 인 가역 정수 변환을 소개하 다. 한 

각 변환을 2차원으로 확장하여 변환 간의 성능  복잡

도 분석 실험을 통해서 이를 비교 평가하 다. 실험 결과

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  리  구조를 이용한 효

율 인 정수 변환 방법을 수직, 수평 방향에 해 반복

으로 분리 가능한 형태로 구 한 방법이 가장 우수함을 

보 다. 결론 으로, 분리 가능하지 않은(non-separable) 

형태로 확장한 변환보다 분리 가능한(separable) 형태로 

2차원으로 확장한 변환 방법이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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