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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3D의 발전으로 다음 세대의 3D 기술로 디지털 홀로그램을 지목하고 있다. 질 좋은 홀로그램을 디스플레이 하려면

디스플레이 장치의 화소의 크기가 더 작아져야하고 고 해상도의 홀로그램 콘텐츠가 필요하다. 이처럼 고해상도의 홀로그램

콘텐츠를 상용화하기위해서는 기존 2D영상에사용되고있는압축등의 영상처리기법들이필요하다. 하지만홀로그램특성상

기존 2D 영상에이용되는 영상처리 기법을 적용하기어렵다. 본 논문에서는이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홀로그램을 Fresnelet

변환을 이용하여 기존 2D영상 처리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특성을 분석 하였다.

1. 서론

최근 3D의 발전으로 3D 콘텐츠 및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세대의 3D기술 중 완벽한 3D디스플레이인 디지털 홀로그래피에

대하여많은연구자및정부관계자들이지목하고있다. 디지털홀로그

래피의 경우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2D 영상과

같이 압축 등의 영상처리 기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여러 영상 처리

기법들이 개발되어왔다[1]. 하지만 홀로그램의 특성상기존의 2D방식

의 영상처리 기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2D기반의 영상처리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 홀로그

램을 Fresnelet 변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2. Fresnel 변환

Fresnel 변환은 식 1과 같이 입력으로부터 거리 에 회절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는 입력이고 는 출력이다. 는 광원의 파

장이고 와 는 입력과 출력의 화소의 크기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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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은일반적인 2-D영상과 달리객체의 모든광원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 2-D영상에 적용되는 영상처리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림 1은 식 1을 이용하여 2D형태로 홀로그램에 적용한 것으로 그림

1(a)는 홀로그램을 생성한 객체 영상이고 그림 1(b)는 홀로그램, 그림

1(c)는 홀로그램을 Fresnel 변환을 이용하여 회절 현상을 나타낸 영상

이다. 홀로그램은많은고주파성분을 가지는것을그림 1(b)에서 확인

할 수 있다. Fresnel 변환을 이용하여 홀로그램의 회절 영상은 그림

1(c)와 같이 홀로그램의 고 주파 성분이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 (b) (c)

그림 1 홀로그램에 Fresnel 변환을 적용한영상: (a) 객체 영

상, (b) 홀로그램, (c) (b)의 회절 영상

3. Fresnelet 변환

식 1의 Fresnel 변환 필터 를식 2와 같이각각저대역필터()

와 고대역 필터()를 만들어 Fresnelet 변환을 할 수있다. 식 3은 역

Fresnelet 변환을 위한필터이다. 과 는Wavelet변환의 각각저대

역 필터와 고대역 필터이다. Fresnelet 필터를 이용하여 변환을 하면

Fresnel 도메인으로 출력되므로 1 레벨만 Fresnelet 필터를 이용하고

이후 과 를 이용하여 Wavelet 변환을 수행한다[3].

 


  


 (2)

106



2013년 한국방송공학회 하계학술대회





     




     (3)

식 2를 이용하여 Fresnelet 변환을 통하여 나오는 실수부와 허수

부는 그림 2 (a),(b)와 같이 고주파 성분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resnelet 필터를 적용하여 각 부대역에 에너지 분포가 거의 동

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Fresnelet 변환결과를 크기와 위상의

형태로 복소항으로바꾸면 그림 2 (c),(d)와 같이 LL 영역으로 집중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 (b)

(c) (d)

그림 2 회절영상에 Wavelet 변환을 이용하여 부대역을

구한 영상: (a) 실수, (b) 허수, (c) 크기, (d) 위상

4. 실험 결과

표 1에 Wavelet 변환의 레벨에 따른 LL 영역의 집중도를 나타내

었다. Fresnelet변환 이후실수, 허수 형태의복소항을Wavelet 변환을

할 경우 레벨이 높아짐에 따라 LL영역에 집중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반면 크기, 위상 형태의 복소항을 변환할 경우 크기는

레벨이 높아짐에 따라 LL영역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일반 2D 영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크기항의 경우 2D기

반 영상처리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실수 허수 크기 위상

1Level 40.4% 41.4% 85.8% 42.4%

2Level 36.8% 38.0% 90.7% 32.8%

3Level 20.7% 21.4% 95.2% 25.9%

표 1 레벨에 따른 LL영역의 집중도

그림 3은 크기에대하여Wavelet변환의 Tree별로 화소당평균 에

너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3(a)는 Mallat Tree방식으로Wavelet 변환할

경우이고 그림 3(b)는 Quad Tree방식으로Wavelet을 하였을 때화소

당평균에너지이다. 왼쪽은각부대역의인덱스이고오른쪽은해당인

덱스의 평균 에너지이다. 그림 3(a)에서 0번 인덱스의 부대역이 다른

부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Quad Tree 방식

의 경우 HH영역에서 멀어질수록 평균 에너지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Fresnelet 변환을 구현하고 이를 이용하여 홀로그

램 영상에 적용하여 2D 영상처리 기법에 적절하도록 변환하기 위한

에너지를 분석 하여 복소 항의 크기는 2D 영상처리 기법을 적용 가능

할 수 있다.

(a)

(b)

그림 3 복소수항의 크기에 대한 Fresnelet 변환시 Tree별

화소당 평균 에너지: (a)Mallat Tree, (b) Quad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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