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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the lossy image compression algorithm using the quad tree and the bandlets is proposed. The 

proposed algorithm transforms input images by the discrete wavelet transform (DWT) and represents the geometrical 

structures of high frequency bands using the bandlets with a 8 block- size. In addition, the proposed algorithm searches 

the position information of the significant coefficients by using the quad tree algorithm and computes the magnitude and 

the sign information of the significant coefficients by using the Embedded Image Coding using Zerotrees of Wavelet 

Coefficients (EZW)  algorithm. The compression result by using the quad tree algorithm improves the PSNR performance 

of high frequency images up to 1 dB, compared to that of JPEG-2000 algorithm and that of S+P algorithm. The PSNR 

performance by using DWT and bandlets improves up to 7.5dB, compared to that by using only D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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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최근 웨이블렛은 공학 인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신호처리와 련된 분야에서는 음성신호나 

상 신호의 압축 그리고 잡음 제거를 한 목 으로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웨이블렛을 이용하여 상 신호를 압

축하면 DCT를 이용하여 압축하 을 때 나타났던 블록 상

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MRA의 특성으로 상 신호

에 국부 으로 향을 주는 잡음의 에 지를 넓은 역으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잡음의 향을 일 수 있다.  웨이블렛 

변환은 에 지 압축 성능이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신호를 

시간-주 수 역에서 동시에 표 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상 압축을 포함한 여러 응용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데, 웨

이블렛 기반 상 압축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요한 장 은 

다  분해능의 부밴드 역값(subband samples)을 장하

고, 진  송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한 자연 상

의 효율 인 기하학  해석이 상 압축의 성능을 향상시키

기 하여 요하다. 자연 상은 잡음이나 정규  에지 곡

면이 아닌 구조 이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며, 이와 같은 자

연 상의 기하학 인 구조  특성은 지진 , 나이테, 유체

역학과 같은 자연 상에서 생긴다. 

  자연 상의 정규 인 특성과 구조 인 패턴은 웨이블렛 

변환의 조화 해석(harmonic analysis)을 이용하여 가능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상압축의 표 인 JPEG2000

에서 웨이블렛 변환이 용되고 있다.[1] 역 분할 부호화

와 련된 이산 웨이블렛 변환은 높은 정지 상 압축율을 

제공한다. 웨이블렛 변환은 주 수 역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에지에 한 웨이블렛 해석은 웨이블렛 계수의 크

기가 크고, 그 계수들 사이에 상 계가 여 히 남아있다. 

그러므로 등방성 기 함수(isotropic bases)를 갖는 웨이블렛

은 상의 기하학 인 정규성의 특징을 표 하지 못하므로, 

자연 상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최 이지 못하다. 여기서 

에지 근처에 있는 상 계를 제거하기 한 코딩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형태학  코딩 기법(Morphological coding 

scheme)은 높은 크기 웨이블렛 계수의 클러스터를 이용하기 

하여 설계된 코더의 이다. JPEG 2000의 일부인 

EBCOT(Embedded Block Coder with Optimal Truncation 

points) 코더의 요도  패스(Significance propagation 

pass)도 같은 목 을 가지고 있다. 한 상 데이터 압축을 

한 CCSDS(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s)의 BPE(Bit-Plane Encoder)코더는 공간 혹은 스

일상의 웨이블렛 계수들 사이에 여 히 남아있는 정보의 상

계를 제거한다.  에지에 한 비등방성 정규성을 해석

하기 하여 Candes와 Donoho는 비등방성 기 함수를 갖는 

Curvelets을 제안하 다. Curvelets은     경우에 최 이

나,   와   인 조건에서는 최 이지 못하다. Le 

Pennec 과 Mallat은 기하학 인 정규  특성을 효율 으로 

해석하는 밴드렛(Bandlets)을 제안하 다. 코딩 시에 웨이블

렛 계수의 상 성을 해석하는 신에 처리 변환을 이용하

여 작은 블럭안에서 방향성을 가지는 웨이블렛 계수들의 상

성을 해석한다. 여기서 선형 인 변환의 특징을 가지는 

처리 변환을 밴드렛 변환이라 부른다. 밴드렛은 상의 

기하학 인 패턴 방향에 따라서 다분해능 벡터(multiscale 

vector)로 표 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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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사분트리(quad tree) 알고리즘과 밴드렛을 

기반으로 하는 손실 상 압축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

안한 알고리즘은 DWT(Discrete Wavelet Transform)를 이

용하여 웨이블렛 변환하고, 8 블록 크기의 밴드렛[2]을 이용

하여 고주  밴드 상의 기학학 인 특성을 해석한다. 

한 사분트리 알고리즘을 용하여 요 계수의 치 정보를 

찾고, 요 계수의 크기와 부호 정보는 EZW(Embedded 

Image Coding Using Zerotrees of Wavelet Coefficients) 알

고리즘의 방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EZW의 경우는 

요 계수의 치 정보를 제로트리라는 기호를 이용하여 코

딩 효율을 높 지만, 해상도를 높이기 해 임계값을 내리면 

제로트리 구조의 효율이 떨어짐을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

를 해결하기 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은 기존의 사분트리 정

보를 계산하는 방법을 변형하여 주어진 임계값에서 요 계

수의 치를 구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에서 6단

계 DWT 변환과 사분트리 알고리즘을 이용한 실험결과는 

고주  성분을 상 으로 많이 갖는 상에서 제안한 알고

리즘의 실험 결과가 향상된 PSNR 성능을 보 다. 한 사

분트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1단계 DWT 변환된 고주  밴

드 상(LH, HL, HH band)에 하여 밴드렛을 용하 을 

경우의 결과와 DWT 변환만 이용하 을 경우의 결과를 비

교하 다. 여기서 고주 수 역에 한 DWT는 웨이블렛 

계수들 사이에 상 계가 있으므로 상의 기하학 인 정

규성의 특징을 표 하지 못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고주  

밴드 계수들의 기하학 인 정규성을 밴드렛 변환을 이용하

여 해석함으로써 상 압축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서론에 이어 2 에서 밴드렛과 사분트리 알고리즘에 해 

서술하 고, 3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손실 상 압축 

알고리즘에 하여 설명하 다. 4 에서는 모의실험 과정과 

결과를 보 고, 5 에서 결론을 맺었다.

2 . 련이론

2 .1  밴드렛 변환

기의 밴드렛 시스템은 상의 정규성을 표 하기 하

여 벡터장을 이용하고, 각 밴드렛 기 함수는(bandlet basis) 

다항식으로 정의되는 기하학 인 경로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와 같은 기학 인 경로는 일정한 방향을 갖는 상의 화

소값들의 방향성을 의미한다. 1세  밴드렛(the first 

generation bandlets)은 기학학 인 정규성을 갖는 상들에 

하여 최소 왜곡을 갖으나, 이산 역에서 바로 용이 안 

되고 기학학 인 정규성의 다분해능 표 이 불가능하다. 결

과 으로 실행 인 해석이나 수학 인 해석에서 효율 이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Peyre와 Mallat은 

2세  밴드렛(the second generation bandlets)을 제안하

다. 2세  밴드렛은 이산 역에서 바로 구성될 수 있는 직

교의 다분해능 변환이다. 밴드렛 기 함수의 상 분할은 

부 역 필터링 알고리즘(fast subband-filtering algorithm)을 

이용하여 실행된다.[2] 

상 압축과 상 잡음 제거 응용 분야에서 밴드렛 기

함수는 기학학 인 경로를 최 화 시키고, 최소 왜곡을 발생

시킨다. 밴드렛 변환에서 요한 세 가지 문제는 기 함수

의 추정, 상 분할, 그리고 기하학 인 경로의 최 화 이다. 

상을 최소한의 라미터로 표 하기 하여, 복잡한 에지 

성분들은 선형 인 기하학  경로를 이용하여 효율 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간단한 에지 성분으로 분해된다. 상은 

일반 으로 각 역이 1개의 윤곽선(contour)을 갖도록 충분

히 작은 크기의 정사각형 역으로 분해된다. Peyre는 상 

분할의 최 , 최소 크기를 정의하 다. 우선 원 상은 최  

크기의 블록으로 분할되고, 각 블록은 최소 크기가 될 때까

지 4개의 하 블록(subblcok)으로 분해된다. 각 스 일에서 

결과 인 기하학 인 구조는 멀티스 일이고, 최소의 라그랑

지안 값(Lagrangian cost)를 갖도록 계산된다.[3] 

기하학 인 정규성을 갖는 상을 웨이블렛 변환하면, 고

주 수 부 역은 큰 크기의 계수들을 포함하며 이 계수들은 

상의 기하학 인 경로를 따라서 분포한다. 작은 역의 

블록에서 기하학 인 경로는 근사 으로 선형 이다. 따라

서 이와 같은 고주 수 부 역의 계수들을 밴드렛 변환함으

로써 상 압축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2 .2  사분트리를 이용한 웨이블렛 계수의 코딩 알고리즘

사분트리를 이용한 웨이블렛 계수의 코딩 알고리즘은 기

존의 사분트리 정보를 구하는 것을 변형하여 주어진 임계값

(threshold value)에서 요 계수의 치를 구하고, EZW에

서 제안한 방법으로 요 계수의 값과 부호를 결정한

다.[5] 

2 .2 .1  요 계수의 치 정보 추출

사분트리 알고리즘에서 요 계수들의 치 정보를 나타

내기 해 사용하는 사분트리[7]는 이미지 분석법의 하나인 

역 방향성 세그멘트 기법(region-oriented segmentation)

에서 이미지를 분할할 때, 분할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1에 간단한 이미지 분할에 한 사분트리

를 나타내었다. 그림 1에서 사분트리 정보를 비트열로 나타

내면 1 1001 0000 0000으로 나타낼 수 있다. 1은 분할이 가

능함을, 0은 더 이상 분할이 불가능함을 나타낸다. 이와 같

은 사분트리를 사용하여 요 계수의 치를 나타내는 정보

로 바꿀 수 있다. 이미지를 분할하는 조건은 분할 시 요 

계수가 있으면 분할하고 없으면 분할하지 않는다. 이런 사

실을 이용하여 치 정보를 나타내기 해 본 논문에선 

S(split), N(non-split), 그리고 C(significant coefficient)라는 

심벌(symbol)을 사용하 다. 그림 2에 간단한 를 16×16크

기의 이미지에 해 나타내었다. 그림 2의 결과를 심벌로 

나타내면, S NNNS SNNS SNNN NNNC CNNC로 나타낼 

수 있다. S는 사분트리 정보의 1과 같이 분할이 가능함을, 

N은 0과 같이 분할이 불가능함을, 그리고 C는 요 계수를 

나타낸다. 

2 .2 .2  요 계수 값의 결정

계수들의 값을 결정하는 방법은 EZW에서 제안한 방법과 

같다.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임계값(T)의 범 에 들어가는 

계수의 값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때 임계값을 T라고 하면 

T와 2T사이에 있는 계수들을 요 계수라 두고, 이 계수가 

2T와 (2T+T)/2 사이에 있으면 1, (2T+T)/2에서 T 사이에 

있으면 0이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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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응하는 사분트리

그림 1  분할 이미지와 사분트리 표

Fig. 1  Partitioned image and quad tree representation

o

o

o o

o o

(a) 16×16의 요 계수 맵

          

S

N N N S

S N N S

C N 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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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상응하는 사분트리

        

그림 2  16×16의 요도 맵에 한  

Fig. 2 An example of significant coefficient map with 16×16 

image.

이 게 구한 비트열을 가지고 디코더에서 행렬(matrix)을 

구성하여 업데이트 된 인터벌(interval)과 비교해서 값을 결

정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계수의 값을 결정하게 되면 

임계값을 낮출수록 복원값이 압축 의 값과 가까워져서 해

상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호비트(sign-bit)를 

보내면 값을 결정할 수 있다. 

3 . 제안한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밴드렛을 기반으로 하는 손실 상 

압축 알고리즘은 밴드렛을 이용한 웨이블렛 변환 단계와 사

분트리를 이용한 코딩 단계의 두 단계로 구성되며, 그림 3에

서 체 인 시스템 구조를 보 다. 우선 입력 상에 10 

텝 웨이블렛 필터를 이용하여 1단계 웨이블렛 변환을 하

고, 고주  밴드(LH, HL, HH)에는 8 블록 크기의 밴드렛 

변환[2]을 용하여 기하학 인 특성을 해석하 다. 사분트

리를 이용한 코딩은 사분트리 알고리즘을 용하여 요 계

수의 치 정보를 찾았고, 요 계수의 크기와 부호 정보는 

EZW 알고리즘의 방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5]. 여기서 

요 계수의 치, 크기, 그리고 부호 정보는 응 산술 부

호화를 이용하여 비트열로 송된다. 서 밴드 계수의 쇠퇴

성을 이용한 EZW의 경우는 POS(Positive Significant), 

NES(Negative Significant), IZ(Isolated Zero), 

ZTR(Zero-Tree Root), Z(Zero)의 기호를 사용하여 요 계

수들의 치 정보를 나타내었다. 그런데 EZW의 경우는 

ZTR가 많이 나타나야 코딩 효율이 좋은데 해상도를 높이기 

해 임계값을 낮게 하면, ZTR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 코딩 

효율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제안한 알고리즘에선 이런 요 계수의 치 정보를 이

미지의 분할 정보를 나타내는 사분트리를 변형하여 나타내

었다. 사용한 기호는 S(Split), N(Non-split), C(significant 

Coefficient)이다. 한 고주 수 역의 웨이블렛 해석은 웨

이블렛 계수의 크기가 크고, 그 계수들 사이에 상 계가 

여 히 남아있으므로 등방성 기 함수(isotropic bases)를 갖

는 웨이블렛은 상의 기하학 인 정규성의 특징을 표 하

지 못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고주  역 계수들의 기하

학 인 정규성을 밴드렛 변환을 이용하여 해석하 다. 

그림 3  밴드렛 기반 손실 상 압축 알고리즘

Fig. 3  Bandlets based lossy image compression algorithm

그림 4에서 웨이 렛 변환된 고주  상에 밴드렛을 

용한 결과를 보 다. 기하학 인 정규성을 갖는 상을 웨

이블렛 변환하면, 고주  밴드는 크기가 큰 계수들을 포함하

며 이 계수들은 상의 기하학 인 경로를 따라서 분포한

다. 작은 역의 블록에서 기하학 인 경로는 근사 으로 

선형 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주  밴드의 계수들을 밴

드렛 변환함으로써 상 압축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a) DWT 변환 결과(HL1)     (b) 밴드렛 변환 결과(HL1)

그림 4  밴드렛 변환 결과

Fig. 4  The result of band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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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뮬 이션  결과

실험 상으로는 512×512  크기의 그 이 벨 LENA, 

BARBARA, AIRPLANE, 그리고 BABOON 상을 이용하

다. 실험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서 임계값을 

에서 까지 변화 시키면서 각각의 임계값에서의 비트율
과 PSNR을 계산하 고, 복원된 상을 보 다.  

PSNR은 왜곡의 정도를 표시하고 식 (1)과 같다.

PSNR=10log 10
255 2

D
                     (1)

여기서 D는 원래 상과 압축 복원한 상간의 MSE(Mean 

Squared Error)를 의미하며, 255는 화소의 최 값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에서 6단계 DWT 변환과 사분트리 알고리

즘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JPEG-2000과 S+P알고리즘의 실

험 결과와 비교하여 그림 5에 보 고, 1단계 DWT 변환된 

고주  밴드 상(LH, HL, HH band)에 하여 밴드렛을 

용하 을 경우의 결과와 DWT 변환만 이용하 을 경우의 

결과를 비교하여 그림 6에 보 다. 

그림 5의 실험결과에서 보면 주  성분을 다른 표

상과 비교하여 상 으로 많이 갖는 LENA 상의 경우, 

제안한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는 비트율이 0.6보다 작을 경

우에 JPEG-2000과 S+P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0.25dB 정도의 PSNR이 낮았고, 비트율이 0.6보다 커질수록 

JPEG-2000과 S+P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와 비슷한 PSNR 

성능을 보 다. 한 LENA 상에서 S+P알고리즘의 실험 

결과가 JPEG-2000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체 비트율 구

간에서 PSNR값이 0.1dB 정도 높았다. 반면에 고주  성분

을 상 으로 많이 갖는 BARBARA 상에서는 제안한 알

고리즘의 실험 결과가 S+P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

여 체 비트율 구간에서 1dB의 향상됨을 보 고, 

JPEG-2000의 실험 결과와는 0.5dB의 PSNR 값이 높아짐을 

확인하 다. LENA 상과 BARBARA 상을 비교하 을 

때 상 으로 고주  성분이 많은 BARBARA 상에서 제

안한 알고리즘이 향상된 압축률을 보임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고주  성분이 많은 BARBARA 

상의 경우에 해상도를 높이기 하여 임계값을 낮게 하면 

서 밴드에 요 계수들이 많이 생기게 되므로 사분트리 알

고리즘을 이용한 상 압축이 효율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에서 LENA 상의 실험 결과를 보면, 임계값이 

에서 밴드렛을 용한 결과는 0.65 비트율에서 12dB를 보

고, DWT만을 이용한 결과는 0.45 비트율에서 12dB를 보

여 밴드렛을 용한 결과가 0.25 정도의 압축률이 떨어짐을 

보 다. 임계값을 감소시키면서 비트율이 증가될수록 밴드

렛을 이용한 결과가 비트율과 PSNR 성능에서 체 으로 

향상된 결과를 보 다. 5.0 비트율에서 밴드렛을 이용한 결

과가 최  7.5dB까지 높은 PSNR 성능을 보 다. 

BARBARA 상의 실험 결과도 LENA 상의 실험 결

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 다. 임계값이 일 경우에 밴드렛
을 용한 결과가 0.28 정도의 압축률이 떨어짐을 보 으나, 

비트율이 증가될수록 밴드렛을 용한 결과가 체 으로 

향상된 결과를 보 다. 4.5 비트율에서 밴드렛을 이용한 결

과가 최  4dB까지 높은 PSNR 성능을 보 다. AIRPLANE

과 BABOON 상의 실험 결과에서도 비트율이 작을 경우

에는 밴드렛을 용한 결과가 DWT만을 이용한 결과와 비

교하여 압축률이 떨어짐을 보이나 비트율이 증가될수록 밴

드렛을 용한 결과가 체 으로 향상된 결과를 보 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에서 고주 수 역의 웨이블렛 해석은 

웨이블렛 계수의 크기가 크고, 그 계수들 사이에 상 계가 

여 히 남아있으므로 등방성 기 함수(isotropic bases)를 갖

는 웨이블렛은 상의 기하학 인 정규성의 특징을 표 하

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고주  역 계

수(LH, HL, HH 역)들의 기하학 인 정규성을 밴드렛 변

환을 이용하여 해석함으로써 상 압축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한 상 압축의 비트율이 커질수록 밴드렛을 

용한 결과가 DWT만을 이용한 결과와 비교하여 PSNR 

성능이 더 개선되었다. 여기서 비트율이 커질수록 고주  

역 계수들 사이에 상 계는 더 증가한다. 따라서 높은 

비트율에서 밴드렛을 용하는 방법은 고주  역 계수들

의 기하학 인 정규성을 해석하여 소수의 계수에 많은 에

지를 집 시킴으로써 상 압축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

다. 그림 7에서 밴드렛을 이용한 경우의 복원된 상의 결

과를 보 다. 비트율이 커질수록 실험 상의 PSNR이 증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8에서는 DWT만을 이용한 결과와 

밴드렛을 이용한 결과에서 복원된 상을 비교하 다. 밴드

렛을 이용한 결과가 DWT만을 이용한 결과와 비교하여 더 

작은 비트율에서 PSNR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a) LENA 

                    (b) BARBARA

그림 5  6단계 DWT와 사분트리 알고리즘을 이용한 결과

Fig. 5  The result of DWT(6step) and quad tree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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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NA

  

                   (b) BARBARA

  

(c) AIRPLANE

(d) BABOON

그림 6  밴드렛을 이용한 실험 결과

Fig. 6  The simulation result of the bandlet method

 

      (a) T=                   (b) T=

 

       (c) T=                  (d) T=

 

       (e) T=                   (f) T=

 

       (g) T=                   (h) T=

그림 7 복원된 상

Fig. 7 The reconstructed image (BAB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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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pp:1.09, PSNR:32.14    (b) bpp:1.27, PSNR:31.78 

    (Bandlet method)           (DWT method)

  

 (c) bpp:1.51 , PSNR:32.87    (d) bpp:1.72, PSNR:32.23

   (Bandlet method)           (DWT method)

  

 (e) bpp:1.15 , PSNR:30.69    (f) bpp:1.34, PSNR:30.75

  (Bandlet method)           (DWT method)

  

 (g) bpp:2.43 , PSNR:34.46    (h) bpp:3.0, PSNR:33.37

    (Bandlet method)            (DWT method)

그림 8  복원된 상의 비교 결과

Fig. 8  The comparison result of the reconstructed image

5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분트리 알고리즘과 밴드렛을 기반으로 

하는 손실 상 압축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한 알고

리즘은 입력 상에 10 텝 웨이블렛 필터를 이용하여 웨이

블렛 변환을 하 고, 고주  밴드(LH, HL, HH)에는 8 블록 

크기의 밴드렛 변환을 용하여 기하학 인 특성을 해석하

다. 사분트리를 이용한 코딩은 사분트리 알고리즘을 용

하여 요 계수의 치 정보를 찾았고, 요 계수의 크기와 

부호 정보는 EZW 알고리즘의 방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에서 6단계 DWT 변환과 사분트리 알고

리즘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보면, 고주  성분을 상 으로 

많이 갖는 BARBARA 상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가 S+P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체 비트율 

구간에서 1dB의 향상됨을 보 고, JPEG-2000의 실험 결과

와는 0.5dB의 PSNR 값이 높아짐을 확인하 다. 여기서 고

주  성분이 많은 BARBARA 상의 경우에 해상도를 높이

기 하여 임계값을 낮게 하면 서 밴드에 요 계수들이 

많이 생기게 되므로 사분트리 알고리즘을 이용한 상 압축

이 효율 임을 알 수 있다. 

  1단계 DWT 변환된 고주  밴드 상(LH, HL, HH 

band)에 하여 밴드렛을 용하 을 경우의 결과와 DWT 

변환만 이용하 을 경우의 결과에서는 LENA 상의 경우

에 5.0 비트율에서 밴드렛을 이용한 결과가 최  7.5dB까지 

높은 PSNR 성능을 보 다. BARBARA 상의 경우는 4.5 

비트율에서 밴드렛을 이용한 결과가 최  4dB까지 높은 

PSNR 성능을 보 다. 여기서 기하학 인 정규성을 갖는 

상을 웨이블렛 변환하면, 고주  밴드는 상의 기하학 인 

경로를 따라서 큰 크기의 계수들을 포함하며, 고주  역의 

계수들을 밴드렛 변환을 이용하여 해석함으로써 상 압축

의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 다. 향후에는 제안한 알고리즘

에서 3단계 이상의 웨이블렛 변환에 밴드렛 변환을 용하

는 방법과 상압축 코딩에 한 연구를 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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