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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Haar Wavelet Transform(HWT)에 기반한 EZW 알고리즘을 용하여 효율성 있는 상 압축방법을 

제시하 다. 제안된 Haar-EZW 알고리즘은 입력 상을 자기유사성이 있는 상 계를 사용한 HWT 계수를 이용

하여 제로트리 부호화하는 코딩방법이다. HWT 계수가 임계값보다 크면 POS로 부호화되고, 임계값보다 작다면 

NEG로 부호화된다. HWT 계수가 제로트리의 제곱근보다 크다면 ZTR로 부호화되고, HWT 계수가 임계값보다 

고 제로트리의 제곱근이 아니라면 IZ로 부호화된다. 모든 HWT 계수가 완 하게 부호화돨 때까지 이 로세스는 

반복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Haar-EZW 알고리즘을 Daubechies, Antonini와 비교하 다. 그 결과로 Haar-EZW 

알고리즘의 PSNR이 Daubechies, Antonini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ied that the EZW algorithm based in HWT was proposed effective compression technique of wavelet transformed 

image. The proposed Haar-EZW algorithm is that image was coding by zerotree coding technique using self-similarity of HWT coefficients. If 

the HWT coefficient is larger than the threshold, that is coding to POS. If the HWT coefficient is smaller than the threshold, that is coding to 

NEG. If the HWT coefficient is larger than the root of zerotree, that is coding to ZTR.  If the HWT coefficient is smaller then the threshold, 

and if that is not the root of zerotree, that is coding to  IZ. This process is repeated until all the HWT coefficients have been encoded 

completely. This paper is compared Haar-EZW algorithm with Daubechies and Antonini. As the results of compare, it is shown that the PSNR 

of the Haar-EZW algorithm is better than Daubechies's and Anton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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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주 수 역별로 상 계를 갖는 상의 다해상도 

분해는 웨이블렛변환(WT)으로 가능하며, 정지 상을 

압축하는 표 인 방법으로 Embedded Zerotree 

Wavelet(EZW)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1,2,3) EZW는 4

개의 심벌로 상을 부호화 하며, 상  주 수 역의 

계수가 Threshold Value(TV)을 기 으로 가 치가 

다면 하  역 한 가 치가 높을 확률이 다는 기

본 개념을 담고 있다.
4,5)

 최  TV는 변환된 WT 계수의 

최  TV의 간값으로 결정하고, Morton 스캔방법을 

이용하여 계수를 비교하여 Positive(POS), Negative 

(NEG), Isolated Zero(IZ), ZeroTreeRoot(ZTR)의 4개의 

심벌을 생성하며 ZTR 심벌이 발생한 역의 계수와 

상 계가 있는 하 역의 계수들은 부호화 할 필

요가 없으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호화 효율을 

증가 시켰다.

EZW 알고리즘은 비트단 로 부호화  복호화를 하

므로 상의 압축율 조정이 가능하고 블록화 상에 

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산코사인변환(DCT)에 

비해 시각  특성이 우수하고, PSNR로 에러율을 비교해 

보아도 뒤지지 않는다.6)

실험에 사용된 방법은 HWT을 사용하여 상을 다

해상도 분해하고, 이 계수를 이용하여 Haar 필터를 만

들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EZW 알고리즘으로 상을 

압축하고 복원하 다. 복원과정에서 데이터의 손실의 

보 을 확인하고 비교하기 해 다우비치와 안토니니 

필터로 압축후 복원한 상의 PSNR 값을 비교하 으

며, 기존의 방법보다 Haar 필터를 사용한 방법이 압축

률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복원된 상 내

에서 블록화 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PSNR 값이 우수

함을 보 다.

Ⅱ. Haar Wavelet Transform

HWT는 Haar 함수를 웨이블렛함수로 하여 상을 

역분할 할 수 있다. Harr 함수와 다 해상도 분석성질을 

이용하여 를 Haar 스 일링 기 함수라 하고, 

를 웨이블렛 기 함수라고 한다.7) Haar 스 일링 

기 함수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한다.

                              (1)

여기서   ⋯∈이다. Haar 스 일링 

기 함수의 부웨이블렛인 Haar 웨이블렛 스 일링함수 

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한다.

     ≦  
 

                   (2)

Haar 웨이블렛 기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

여기서   ⋯   ∈이다. Haar 웨이블

렛 기 함수의 모웨이블렛인 Haar 웨이블렛 함수는 다

음과 같이 정의한다.

 

 











  ≦  




 



≦   

 

                 (4)

Haar 스 일링함수와 웨이블렛함수가 완 복원조건

을 만족하는 분해필터는 과 를 이용하여 구

성할 수 있고, 합성필터는 과 를 이용하여 구

성할 수 있으며 이들의 계는 다음 식과 같다.8)

⇔ 











  
  

     

     (5)

이 필터를 이용하여 2차원 상에 2 level HWT를 

용했을 때의 필터 뱅크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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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level HWT 필터뱅크 구조
Fig. 1  Filter bank structure of 2-level H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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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터뱅크구조를 이용하여 상에 용하 을 때, 

분해필터에 의하여 상은 각각 업샘 링되어 주

역과 고주 역으로 분할되어진 역으로 변환되어

진다.

Ⅲ. 제안한 Haar-EZW 알고리즘

제안한 EZW는 Harr 웨이블렛 분해를 EZW에 용

한 방법으로 HWT 특성인 역간 자기상 성에 기

한 연속 인 근사 양자화(SAQ)방법을 사용한 부호화 

방법이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제안된 Haar-EZW는 웨이블렛 

변환, 양자화  무손실부호화의 세부분으로 구성되

며, 입력 상은 다해상도의 HWT을 거쳐 여러개의 부

역에 의해 양자화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변환계수

의 크기가 임계값 이상이면 유효계수, 임계값 이하이

면 무효계수로 분류되며, 유효계수에 해서만 양자

화가 용된다. 

그리고 모든 계수에 한 유무효의 여부를 나타내는 

유효도맵과 양자화에서 발생된 심볼들은 엔트로피 부

호화에 의해 무손실 부호화되고, SAQ에 의해 양자화값

을 세 화시키고 원하는 비트율에서 부호화를 멈출수 

있다.

그림 2. EZW의 블록다이어그램
Fig. 2 Block diagram of EZW. 

3.1 제안된 제로트리 부호화

Zero-Tree Coding(ZTC) 방법이 부호화율을 일 수 

있는 이유는 자기상 성 때문이며,  HWT 계수들간의 

Parent-Child-Relation(PCR)을 이용한다. HWT 계수들의 

상 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주 역 LL3의 계수는 하

역에 각각 1개씩 3개의 자식노드를 가지며, 이를 제

외한 모든 역의 계수는 하 역에 4개의 자식노드

를 갖는다. 

즉, HH3 역에서 어떤 한 계수가 갖는 상의 정보는 

동일 치의 HH2 역에서 4개가 존재하게 되며, HH2

역에서도 어떤 한 계수가 갖는 상의 정보는 동일 치

의 정보가 HH1 역에서 4개가 존재하므로, HH3 역에

서 어떤 한 계수와 동일한 치의 정보는 HH1 역에서 

16개가 존재하게 된다. 이때 HH3 역에 있는 계수를 부

모계수라 하고 동일 치의 HH1, HH2 역의 계수들을 

후손계수라 한다.

   

    LL3        HL3 

                                   HL2
          

   LH3       HH3

                                                                          HL1

        LH2            HH2   

                     

          

            LH1                         HH1
                           

그림 3. HWT 계수의 PCR
Fig. 3 PCR of HWT coefficients.

상을 HWT하면 부분의 정보가 주 역에 몰

려있으며 그 외의 역에서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가

지고 있는데 이런 HWT의 특징으로 인해 부모계수의 값

이 클 경우 후손계수들 역시 값이 클 확률이 높으며, 부

모계수의 값이 작을 경우 후손계수의 값 역시 작을 확률

이 높게 되는데 이를 HWT 계수간의 PCR이라고 한다. 

제안된 제로트리 부호화는 이러한 HWT 계수간의 PCR

을 이용하여 부호화하 다.

   

(a)                          (b)

그림 4. 계수의 스캔순서
(a) Raster scan (b) Morton scan
Fig. 4 Scanning order of subbands.
(a) Raster scan (b) Morton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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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Haar-EZW를 이용한 부호화 과정

Haar-EZW는 크게 주 부호화과정과 종속 부호화과정

으로 분류되는데 임계값을 반으로 여가며 이 과정을 

원하는 부호화율이 될 때가지 반복하게 된다.

주 부호화과정에서는 계수의 요성을 별하기 

해 POS, NEG, IZ, ZTR 의 4-심볼을 사용하고, 종속 부

호화과정은 (1, 0)의 2-심볼을 사용한다. 부호화 하려는 

계수의 스캔순서는 그림 4와 같으며 주 부호화과정에

서 요하다고 단된 계수들을 세 화시키는데 사용

된다. 

4개의 심볼 즉, POS, NEG, IZ, ZTR은 주부호화과정 

심볼이며 다음으로 가정한다. 모든 후손 계수들이 임계

값 보다 작을 경우에는 ZTR이라 가정하고, 계수의 

값이 보다 작지만 후손계수들 에는 보다 

큰 값이 존재할 경우에는 IZ, HWT 계수의 값이 

보다 크고 계수의 부호가 양수이면 POS, 계수의 부호가 

음수이면 NEG이라 한다. 

여기서 부호화 하려는 계수가 ZTR로 단될 경우 

더 이상 후손계수를 부호화 하지 않고, POS, NEG가 

요계수로 단된 후, IZ로 단될 경우에는 항상 후손

계수들에 해 4-심볼을 다시 용하여 요도를 별

한 후 부호화하한다. 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

도록 결정하며, 요계수를 결정하기 한 최 의 임

계값이다.

     logmax               (5)

여기서 는 HWT 계수가 최 값이 되는 값이며, 정

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HWT의 체 계

수에 해 각각 POS, NEG, IZ, ZTR로 4-심볼이 결정되면 

종속과정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계수를 다시 나 기 

하여 임계값 를 다음 식과 같이 반으로 낮추고 부호

화 과정을 반복한다.

                      (6)

종속 부호화과정 후, SAQ방법으로 임계값을 반으로 

이고 주 부호화과정에서 POS, NEG로 단된 계수를 

제외하고 원하는 비트율이 될 때까지 종속 부호화과정

을 반복한다. 이는 정보율이 높지 않는 계수를 주-종속 

부호화과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Ⅳ. 실험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Haar 필터가 용된 EZW의 성

능을 시험하기 해 256그 이 벨 상인 256×256 크

기의 pepper 상을 사용하 다. 입력 상을 Haar 필터

로 16개의 역으로 분할한 후 EZW 알고리즘을 용하

다. Haar-EZW 알고리즘의 부호화과정을 단계별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HWT를 수행.

② 모든 HWT 계수를 조사해서 최 값을 찾아내어 이 값

을 기본으로 임계값을 결정.

③ 주 부호화과정을 거침.

HWT 계수를 임계값과 비교하여 임계값 이상이면 유

효계수로 분류되며 부호에 따라 POS나 NEG 심볼을 

생성한다. 임계값 이하이면 후손 계수들 에서 크기

가 임계값 이상인 계수의 존재여부를 조사한다. 만약 

존재하면 IZ 심벌 생성, 존재하지 않으면 ZTR 심벌을 

생성한다.

④ 종속 부호화과정을 거쳐 계수값을 세 화 함

⑤ 임계값을 반으로 임.

⑥ 주 부호화과정에서 유효계수로 단된 모든 계수를 

제외.

⑦ 주 부호화과정부터 반복 시행.

그림 5는 5- 벨 HWT된 결과 상이다.

 

(a)                     (b)

그림 5. 5- 벨 웨이블렛 변환 상
(a) pepper 상 (b) 5 벨 HWT 상
Fig. 5 5-Level wavelet transform image.
(a) pepper image (b) 5Level HW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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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된 입력 상은 제안된 Haar-EZW 방법으

로 부호화 하고 복호화를 수행하 으며, 제시한 방법으

로 효과 인 결과를 얻었고, 식 (7)을 이용하여 PSNR로 

원 상과 Harr-EZW를 용해서 복호화한 상과의 손

실을 측정하 다.

  log             (7)

MSE는 평균 자승 오차값이며, 원 상과 복원된 상

의 픽셀값간의 평균 오차를 알아보기 한 인자이며, 인

간의 시각으로 복원된 상의 오차율을 확인할 수 없으

나 이 방법으로 그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제안한 방법

인 Haar 필터를 용한 EZW의 성능을 확인하기 해 실

험에서는 다우비치와 안토니니 필터를 용한 웨이 렛 

변환을 하고 EZW 알고리즘을 용하여 PSNR값을 비교

하 다. 그림 6은 제안한 알고리즘에 한 흐름도이다.

그림 6. Haar-EZW 알고리즘 흐름도
Fig. 6 Flowchart of Haar-EZW algorithm.

표 1은 pepper 상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값을 나타내

었으며, pepper 상을 1bpp로 압축한 경우 각각의 PSNR

은 Haar 필터를 이용하여 WT한 경우 71.022dB을 얻었으

며 Daubechies 필터를 이용하여 WT한 경우는 51.179dB, 

Antonini WT한 경우는 27.789dB을 얻었다. 

표 1. pepper 상의 실험결과
Table. 1 Coding results of pepper image.

bpp
(ratio)

PSNR[dB]

Haar Daube chies Antonini DCT

1.0(8:1) 71.022 51.179 27.789 42.624

0.5(16:1) 67.530 46.697 23.494 38.239

0.25(32:1) 65.074 43.394 20.514 35.231

0.125(64:1) 63.232 41.127 18.744 -

  

(a) (b)

  

(c) (d)

  

(e) (f)

그림 7. 결과 상. (a) pepper 상
(b) Haar(1bpp) (c) Daubechies(1bpp) (d) Antonini(1bpp) 

(e) Haar(0.25bpp) (f) DCT(0.25bpp)
Fig. 7 Result images. (a) pepper image 

(b) Haar(1bpp) (c) Daubechies(1bpp) (d) Antonini(1bpp) 
(e) Haar(0.25bpp) (f) DCT(0.25b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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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비트인 0.125bpp에서도 Haar 필터를 이용한 경

우 63.232dB, Daubechies 필터를 이용한 경우 41.127dB, 

Antonini 웨이블렛을 이용한 경우 18.744dB을 얻었으며 

실험 결과에서 보듯이 Haar 필터를 이용한 경우가 비교

 우수한 PSNR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실험결과 상인 

그림 7에서 보듯이 1bpp 결과 상과 원 상을 비교하

을 경우 Haar 필터를 사용한 상이 경계부분과 해상도

면에서 원 상과 가장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그림 7(e),(f)에서 보듯이 0.25bpp에서 Haar- EZW 방법이 

DCT 방법보다 낮은 비트에서 블록화 상이 생기지 않

는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Haar 필터에 의해 WT한 후 EZW 알고

리즘을 용하여 블록화 상이 생기지 않고, JPEG2000

으로 사용하는 WT의 효율을 개선한 압축방법을 제시하

다. 제안한 방법에 의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 Haar 필

터를 이용한 WT가 EZW를 수행할 때 계수 처리 시간이 

짧았고, 복호화된 상에서 원 상과의 PSNR을 비교하

을 때, 다우비치나 안토니니 필터를 사용한 방법보다 

효과 으로 상 압축이 됨을 확인하 다. 

제안한 Haar-EZW 방법을 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정지 상의 압축방법이었던 DCT를 용하여 수행한 

실험결과와 비교한 결과, 압축률이 높지 않은 1bpp에서

는 PSNR의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압축률 자체는 

안토니니 방법보다 높았으나, 0.25bpp에서는 DCT의 복

원 상에서 블록화 상이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이상의 압축에서는 제안한 방

법이 블록화 상이 생기지 않아 시각 인 측면에서 우

수한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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