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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응 인 Context Tree Weighting을 이용한 
무손실 상 압축

☆

Lossless Image Compression Using Block-Adaptive Context Tree 
Weighting

오 은 주1 조 현 지2 유 훈3*

Eun-ju Oh Hyun-ji Cho Hoon Yoo

요    약

본 논문은 입력 상 데이터를 블록 응 으로 Context Tree Weighting을 사용하여 산술 부호 기반의 무손실 상 압축 방법을 

제안한다. CTW 기법은 입력 데이터를 비트 단 로 측  압축을 하는 특성을 가진다. 한, CTW 기법은 미지의 모델  라미터

에 해서도 효율 인 압축을 한다는 에서 장 을 보여 다. 본 연구에서는 무손실 압축이 필요한 항공  성 사진을 옵션 정보
에 따라 분할한 다음 각각 CTW 기반의 산술 부호기를 용하여 압축의 효율을 증 하고자 한다. 항공  성 사진은 상 내 정보

의 가치가 높으므로 무손실 압축이 불가피하다. 한, 상 크기가 일반 인 상에 비해 크기 때문에 고압축 역시 필요하다. 기존의 

무손실 압축 기법으로는 용량의 요 상을 압축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분할하지 않은 상
을 압축할 때 보다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상을 압축했을 때 더 높은 압축률을 보여주기 한 실험을 제공한다. 실험을 통해 기존의 

무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하여 압축을 진행했을 때 보다 CTW 기법을 이용하여 분할한 상을 압축했을 때의 압축률이 더 높음을 확

인할 수 있다. 

☞ 주제어 : 상 압축, 블록 응, 무손실 압축, CTW, 상 처리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lossless image compression method based on arithmetic coding using block-adaptive Context Tree Weighting. 

The CTW method predicts and compresses the input data bit by bit. Also, it can achieve a desirable coding distribution for tree sources 

with an unknown model and unknown parameters. This paper suggests the method to enhance the compression rate about image 

data, especially aerial and satellite images that require lossless compression. The value of aerial and satellite images is significant. Also, 

the size of their images is huger than common images. But, existed methods have difficulties to compress these data.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shows the experiment to prove a higher compression rate when using the CTW method with divided images than when 

using the same method with non-divided images. The experimental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posed method is more effective when 

compressing the divided images.

☞ keyword : image compression, block-adaptive, lossless data compression, CTW, im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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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를 주고 받을 때 데이터 압축은 불가피하다

[1-17]. 특히, 5G(Generation) 시 가 도래함에 따라 고용

량 데이터  실시간으로 송되는 데이터에 한 송 

지연율을 최소화하기 해 압축은 필수 이다. 정보화시

에 있어 압축 기술은 끊임없이 거론되는 기술로서 텍

스트 데이터, 정지 상, 음성, 동 상 등 다양한 데이터

를 송하는 과정에서 필수 으로 사용된다[9-13]. 

압축 방식에는 무손실 압축과 손실 압축이 있다. 일반

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는 손실 압축을 통해서도 사용자

들은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지만, 의료 상, 데이터 보

, 원격 감지, 성 송수신 등 데이터 보존이 요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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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있어서는 무손실 압축 기술을 선택한다[12-13]. 더불

어 무손실 압축은 손실 압축 기법의 마지막 단계로 종종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무손실 압축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 가장 리 사용되는 기법인 JPEG-LS는 기존의 

JPEG이 가지는 비효율 인 무손실 압축 방법을 보완하여 

새로운 무손실 압축 기법을 소개하 다. LOCO-I (LOw 

COmplexity LOssless COmpression for Images)는 국제 표

화 기구 ISO/ITU에서 발표한 상 데이터에 한 무손

실 압축 기법의 핵심 알고리즘으로 이는 JPEG-LS에서 사

용되는 압축 알고리즘이다[11]. JPEG-LS는 LOCO-I 압축 

기법을 통해 범용 인 컨텍스트 모델링에 한 복잡도를 

낮춰 압축의 효율을 증 시켰고 재 문헌상으로 알려진 

무손실 압축 기법  체 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기법이다. 

한, JPEG-LS와 비등한 성능을 보이는 무손실 압축 

기법은 CALIC(context based adaptive lossless image codec) 

방식이다[18]. CALIC은 기존의 공개된 다른 기법보다 손

실 없이 이미지 압축에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높은 성능은 비교  은 시간  비용 소모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즉, CALIC 방법은 무손실 압

축에 있어 높은 성능과 비용이라는 에서 큰 장 을 

가지고 있다.

그 뒤로 등장한 CTW(context tree weighting) 방식 역시 

context 간의 유사성을 통해 데이터를 압축 하는 기술로 

기존의 Arithmetic coding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 다

[16-17]. CTW는 가변 차수 모델링을 통해 데이터에 한 

측을 실행하고 측된 데이터에 한 불필요한 복성

과 복잡도를 낮추기 해 산술부호 코딩을 수행한다. 특

히, CTW 방식은 입력 데이터를 binary 데이터 단 로 취

하여 산술 부호 코딩을 수행하는데, 이는 어떤 입력 데

이터가 들어와도 비트 단 로 수행한다는 에서 유연하

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을 암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무손실 산술 부호기 방

법  CTW 압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성  항공 상

을 보다 높이 압축하기 한 처리 단계를 제안한다. 

성  항공 상은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무손실 압축을 선호한다. 이러한 수요 때문

에 본 논문에서는 입력 상 데이터를 옵션 정보에 따라 

블록화하여 나  후 나 어진 상에 각각 CTW 기법을 

용하여 무손실 압축을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 

상에 응 인 블록화를 통해 CALIC 기법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자 한다. 제안되는 방법은 기존의 상을 

그 로 무손실 압축하는 기법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 다

는 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손실 

없이 송비용을 일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그리고 

고용량의 상 데이터를 손실 없이 압축하여 보 할 때 

메모리 소모를 일 수 있다. 한, 상 데이터를 분할하

여 압축하기 때문에 압축 과정이 간단하고 빠르다. 병합

하는 과정에서도 상 순서에 한 헤더 정보를 통해 빠

르게 재배열이 가능하다는 에서 기존의 방법보다 객

으로나 주 으로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1 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무손실 압축 기법에 한 소개  본 

논문의 필요성에 해 다루었고, 2 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CALIC 기법  CTW 기법에 한 기본 개념을 

다루었다. 3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해 

소개한다. 4 에서는 해당 실험에 한 결과  분석에 

해 이야기 하며 마지막으로 5 에서는 본 논문에 한 

결론으로 끝맺음한다.

2. 기본 개념

입력 데이터에 한 압축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

어진다. 첫 번째로 입력 상에 한 상 도를 제거하는 

처리 과정이 이루어지며, 두 번째는 실제 압축 과정이

다. 그  상 도 제거 과정은 상이 가지는 상 도를 제

거함으로써 압축의 효율을 높이는 과정으로 사용되는 

처리 기술에 따라 압축의 효율이 바뀔 수 있다. 두 번째로 

실제 압축 과정이 진행된다. 두 번째 단계 역시 사용되는 

압축 기법에 따라 압축의 효율이 바 기 때문에 한 

상 도 제거 방법과 압축 기법을 조합하여 입력 데이터

를 효율 으로 압축하는 여러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 상에 해 옵션 정보에 따라 상

을 동일한 크기로 분할한 후, 각각의 상을  CTW 기법을 사

용하여 압축하는 과정으로 진행하 다. 제안된 방법과 성능을 

비교하기 해 사용된 압축 기법은 CALIC(Context-based, 

Adaptive, Lossless Image Compression)이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각 압축 기법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1 CALIC

CALIC은 상 간 상 도를 기반한 응 인 무손실 

상 압축 기법이다[18]. CALIC은 문헌에 보고된 다른 기

술들보다 연속 인 색상의 이미지에 해 효과 인 손실 

없는 압축 결과를 보여 다. 이러한 높은 효율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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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소요 시간  복잡도에 기인한다. CALIC의 특징은 

다수의 모델링 컨텍스트를 사용하여 비선형 측 변수를 

조정하고 다양한 통계 결과에 유용하도록 응시킨다는 

이다. 비선형 측 변수는 오류 피드백 알고리즘을 통

해 응 으로 변화한다. 이 응과정에서 CALIC은 모든 

조건부 오류 확률을 추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픽셀을 통

해 측된 오류의 상치만 추정한다는 에서 효율 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CALIC의 압축 과정  주요한 기능  하나는 GAP 

(Gradient Adjusted Predictor)이다. GAP는 인 한 픽셀을 

사용하여 측하고자 하는 픽셀의 값을 비선형 으로 

측한다. 그래서 GAP는 특히 강한 엣지 역에서 DPCM

과 같은 선형 predictor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 다.  

GAP는 이미지의 추정된 기울기에 따라 의 주변 픽

셀에 가 치를 부여한다는 에서 기존의 선형 측 변

수와 다르다. GAP에서 재 픽셀 에서 함수의 기울기는 

식 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의 과정으로 얻어진 기울기를 통해 측은 다시 아래

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IF      {sharp horizontal edge}

       

ELSE IF      {sharp vertical edge}

       

ELSE {

         

     IF      {horizontal edge}

            

     ELSE IF      {weak horizontal edge}

            

     ELSE IF      {vertical edge}

            

     ELSE IF      {weak vertical edge}

            

}

where

         
         

식 (2)를 통해 측되는 변수를 이용하여 CALIC 기법

은 양자화 과정  압축 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압축된 

상 데이터를 반환한다.

2.2 CTW

CTW(Context Tree Weighting)는 F.M.J Willems에 의해 

고안된 방법으로 입력 데이터가 문자, 픽셀, 음성, 그 무

엇이라도 이들은 바이 리 데이터로 취 이 가능하다는

을 이용하여 바이 리 데이터 간의 weighting을 통해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이다[16-17]. CTW의 기본 개념은 

재까지 입력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 입력될 미지의 

데이터를 정확히 측하여 압축의 효율을 증 시키고자 

하는 고안에서 시작되었다. CTW는 컨텍스트 모델을 사

용하여 확률을 추정하고 탐색한 모든 노드에 해 가

치를 효율 으로 부여한다. 이를 통해 부호화된 데이터는 

복잡성과 복성을 낮추기 해 산술 부호 코딩으로 한 

번 더 부호화된다. CTW는 알려지지 않은 모델  라미

터를 가지는 트리 소스에 해서도 정확한 측이 가능

하여 효율 인 압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에서 장 이 

있다. CTW에 한 략 인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기존의 Markov 모델을 이용한 압축 기법은 유한한 데

이터와 새로 입력될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제하에 이루어진 기법이라는 에서 한계 이 존재했다. 

그러나 CTW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무한한 미지의 

데이터를 정확히 측하여 압축할 수 있다는 에서 주

목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복성을 감소시키

고 복잡도를 낮추었다는 에서 큰 성과를 가져왔다.

 

(그림 1) CTW 흐름도

(Figure 1) block diagram for the CTW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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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CTW는 이진 문자열에 집 하여 해당 데이터를 

압축하기 해 연구되어왔다. 를 들어, Z나 Q와 같은 

알 벳이 연이어 등장할 확률보다 T와 E가 연이어 등장

할 확률이 더 높은 언어의 특성을 활용하여 CTW 기법은 

다음에 나타날 이진 데이터의 확률값을 계산하여 데이터

를 측하고 데이터를 압축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한 압

축 성능 역시 우수하여 리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3. 제안하는 방법

본 논문에서는 입력 데이터의 context 유사성을 분석한 

후 측하여 압축하는 CTW의 특성을 이용하여 무손실 

압축의 효율을 증 하고자 한다. 특히, 무손실 압축이 필

요한 성  항공 상에 을 두어 기존의 압축 기법

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입

력 상이 들어오면 해당 상을 분할한 후, 각각의 상

에 CTW기법을 용하여 압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때 입력되는 상은 옵션 정보에 따라 상을 분할 할 수 

있다. 옵션에 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옵션은 입력 

상에 한 분할 상 개수를 의미한다. 실험에서는 4, 16

의 옵션이 사용되었다. 해당 옵션이 입력되면 알고리즘을 

통해 입력 상의 크기와 동일한 비율로 4개 혹은 16개의 

상으로 분할이 이루어진다. 이는 옵션에 따라 블록의 크

기 즉, 상의 크기를 응 으로 조 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분할된 상은 각각 CTW 기법을 통해 측 후 context 

가 치 계산을 거쳐 최종 으로 산술부호 코딩을 통해 압축

된다. 제안된 방법에 한 흐름도는 그림 2와 같다. 한, 해

당 옵션을 통해 분할된 상의 시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2) 제안하는 방법에 한 알고리즘

(Figure 2) block diagram for the proposed method

해당 과정을 끝낸 압축 데이터는 압축되지 않은 데이

터와 비교하여 bpp(bit per pixel) 계산을 통해 성능을 확

인한다[19]. bpp는 한 픽셀이 가지고 있는 상의 정보량

을 의미한다. 즉, bpp의 값이 낮을수록 한 픽셀이 담고 있

는 데이터가 음을 의미하고 이는 압축 기법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다. 사용된 bpp 계산식은 다음 식 3과 같다. 

이때 식 3의 size of input은 입력되는 상 데이터의 크기

로 단 는 바이트(byte)이다. size of output 역시 압축된 

상 데이터의 크기로 단 는 바이트 (byte)이다. 

    

  
           (3)

본 연구에서는 입력된 상에 해 동일한 크기로 등

분을 나 어 압축을 진행하 다. 한, 압축 기법으로는 

CALIC 기법보다 압축률이 높은 CTW 기법을 용하

다. 이는 압축의 효율을 증 하기 해 분할 상의 크기

를 조정할 수 있고, 다른 압축 기법을 용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양성의 이유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방법 외에도 압축 기법을 변경하여 압축률 성능 개선

을 한 연구도 이어져 왔다[20-21].

4. 실험  분석

본 논문에서는 CTW 기법을 분할된 입력 상 데이터

에 용하여 상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방법에 한 성능을 평가하기 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 다. 입력 상은 JPEG 2000에서 제공하

는 성  항공 상을 사용하 다. 비교 압축 기법으로

는 기존의 CALIC 방법을 사용하 고 분할하지 않은 

상 데이터를 CTW 기법을 통해 압축한 성능 역시 확인해 

보았다. 

실험에 사용된 상의 크기는 1024*1024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험에 사용된 상의 분할 크기는 4개의 데이터

로 분할된 512*512 크기와 16개의 데이터로 분할된 

256*256 크기의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 결과

는 아래 표 1과 같다. 한, 실험에 사용된 그림은 아래 

그림 3과 같다.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분할하지 않

았을 때의 입력 상에 한 CALIC 기법을 용한 압축 

데이터의 평균 bpp는 5.52이며, 분할하지 않은 상에 

한 CTW 기법을 용한 데이터의 평균 bpp는 4.86이다. 

이는 한 픽셀을 기 으로 담긴 정보량으로 CALIC 기법

을 사용하여 압축했을 때 보다 CTW 기법을 사용하여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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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했을 때의 정보량이 더 음을 의미한다. 즉, CTW의 

압축 성능이 기존의 CALIC 기법에 비해 더 뛰어남을 암

시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분할하지 않은 실험 상을 

CTW 기법을 용하여 압축했을 때 평균 bpp는 4.86이고, 

분할한 상을 CTW 기법으로 압축했을 때 평균 bpp는 4

블록으로 나 었을 때 4.76, 16블록으로 나 었을 때 4.74

이다. 해당하는 실험 결과 역시 분할한 상에 CTW 기법

을 용했을 때의 정보량이 더 음을 의미하며 압축률

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성능이 더 뛰어남을 의미한다. 

(표 1) 실험 상에 한 압축 bpp 결과 

(Table 1) bpp results of experimental images

Aerial2 Txtur1 Txtur2 average

entropy 7.19 5.80 6.92 6.64

bpp

a 5.18 6.12 5.25 5.52

b 4.86 3.84 5.90 4.86

c 4.56 3.81 5.91 4.76

d 4.49 3.79 5.94 4.74

a=CALIC, b=CTW, c=CTW(4 block), d=CTW(16 block)

(그림 3) 실험에 사용된 상

(Figure 3) Experimental images

(그림 4) Aerial2 상에 한 분할 상 시

(Figure 4) Example of segmented images about 

Aerial2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높은 성능을 보이는 CTW 기법을 사용

하여 분할된 항공  성 사진을 효율 으로 압축 하기

한 방법을 제안한다. CTW 기법은 context 간의 유사성

을 통해 데이터를 압축하는 특성을 가진다. 실험에서 사

용한 항공  성 데이터는 상 내 포함하고 있는 정보

량이 많기 때문에 무손실 압축 도구를 통해 압축하는 것

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무손실 압축이 필요한 항공 

 성 상을 효율 으로 압축하기 해 상을 분할 

하여 CTW 기법을 용한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을 통

해 기존의 체 상을 압축했을 때 보다 상을 분할 했

을 때 더 높은 압축률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고용량의 데이터를 손실 없이 압축하여 데이

터를 보 할 때 메모리 소모를 일 수 있다. 한, 송수

신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송비용을 일 수 있다는 

에서 기존의 방법보다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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