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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프레넬릿 변환을 이용하여 디지털 홀로그램을 압축할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쿼드트리 형태의 부

대역 양자화기를 제안한다. 획득된 디지털 홀로그램에 대해서 프레넬릿 변환을 수행한 후에 각 부대역별로 화소당 

평균 에너지와 부대역의 시각적인 중요도를 분석하여 부대역이 복원 영상에 비치는 영상을 분석하였다. 각 부대역별

로 계수들의 분포를 분석하여 다이나믹 영역을 정하고, 부대역 양자화기를 설계하였다. 설계한 양자화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이나믹 영역 외의 영역에 존재하는 계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고, 이를 예외 계수라 하였다.  
그 결과 σ′ = 5.0인 범위에서 높은 성능을 가질 수 있는 양자화기를 설계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subband quantizer which is a type of quad-tree for applying to digital hologram 
compression based on Fresenelet transform. After executing Fresnelet transform to the captured digital holgoram, we 
analyze effect of the designed quantizer for the reconstructed objects from analyzing average energy of each coefficient 
and visual importance in all subbands. We analyze distribution of coefficient and set dynamic range for each subband, 
and then design subband quantizer. For enhancing effectiveness of the designed quantize, we adopt a method using the 
coefficients which are located out of dynamic range, which are named by exception indices. From this, we can obtain 
more effective quantizer which has higher performance in a range of σ′ = 5.0. 

키워드 : 디지털 홀로그램, 압축, 쿼드-트리, 프레넬릿 변환

Key word : Fresnelet transform, quad-tree, subband, digital hologram, encoding, quant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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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3D의 발전으로 3D 콘텐츠 및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세대의 3D기술 중 완벽한 3D디스플

레이인 디지털 홀로그래피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 및 정

부 관계자들이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광학 홀로그램의 획득과, 이를 효과적으로 복원하는 기

술들에만 국한되어 있었다[1]. 광학 홀로그램은 획득과 

전송 등의 많은 문제점 때문에 CCD(Charge Coupled 
Device) 카메라로 영상을 획득하거나 컴퓨터에 의해 간

섭패턴을 계산하는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Computer 
Generated Hologram, CGH)이 개발 되었다. 디지털 홀

로그램(Digital Hologram, DH)과 연관된 영역에서 데이

터의 크기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따라서 디지털 

홀로그램에 대한 데이터 압축 방법은 중요한 연구 분야

가 되었다.
Yoshikawa[2,3]는 홀로그램의 정보량을 줄이는 방법

으로 영상을 재구성 했을 때의 해상도가 HVS에 비해 

너무 크다는 단점을 개선하여 해상도를 줄이는 방법과 

보간법으로 홀로그래픽 3D 디스플레이의 정보량을 줄

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과 같은 정지영상의 압축 표준 기술을 

이용한 프린지 패턴이 일반적인 2차원 영상과는 많이 

다르므로 큰 효과를 얻지는 못하였다[4,5]. 이를 해결하

기 위해 프린지를 몇 개의 세그먼트로 나누어 DCT 
(Discrete Cosine Transform)를 수행하고, 동영상 압축 

표준인 MPEG-1[6]과 MPEG-2[7]로 압축하였다. Javidi 
교수의 연구팀은 홀로그램을 새로운 비-균일 양자화기

를 이용하여 양자화를 하고, Lempel-Ziv(LZ77, LZW) 
[8,9], Huffman[10], Burrows-Wheeler(BW)[11]과 같은 

무손실 부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압축하였다[12]. 본 

연구팀에서는 홀로그램을 주파수 변환(DCT)하여, 주
파수 영역에서의 잔여영상 생성기법을 적용하여 데이

터 압축을 수행한다[13].
본 논문에서는 홀로그램 영상[14]에 대해 프레넬릿 

변환(Fresnelet Transform, FNLT)을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각각의 부대역(subband)의 특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부대역에 따른 우선 순위

를 정하고 부대역에 따른 양자화 방식을 제안한다. 또
한 양자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예외 계수를 도입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

장에서는프레넬릿 변환에 대해서 설명하고, 3장에서는 

양자화기 설계 방법을 제안하다. 4장에서는 실험한 결

과를 보이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프레넬릿 변환

프레넬 변환은 식 (1)과 같이 입력으로부터 거리 에 

회절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는 입력이고 는 

출력이다. 는 광원의 파장이고 와 는 입력과 출

력의 화소의 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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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은 일반적인 2차원 영상과 달리 객체의 모

든 광원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 2차원 영상에 적용되는 

영상처리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림 1은 식 (1)을 

이용하여 2차원 형태로 홀로그램에 적용한 것으로 그림 

1(a)는 홀로그램을 생성할 객체 영상이고 그림 1(b)는 

홀로그램, 그림 1(c)는 프레넬 변환을 적용한  영상이다. 
그림 1(b)를 통해 홀로그램은 많은 고주파 성분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식 (1)의 프레넬 변환 필터 를 식 (2)와 같이 각각 

저대역 필터()와 고대역 필터()를 만들어 프레넬

릿 변환을 수행할 수 있다. 식 (3)은 역 프레넬릿 변환

을 위한 필터이다. 과 는 웨이블릿 변환의 각각 저

대역 필터와 고대역 필터이다. 프레넬릿 변환 필터를 

이용하여 변환을 하면 프레넬 도메인으로 출력되므로 

1 레벨만 프레넬릿 변환 필터를 이용하고 이후 과 

을 이용하여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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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 홀로그램의 프레넬 변환 (a) 객체 영상, (b)홀로그램, 
(c) 프레넬 변환 영상

Fig. 1 Fresnel transform result (a) object image, (b) CGH,
(c) Fresnel transformed image

식 (2)로부터 유도되는 실수부와 허수부는 그림 2(a) 
및 (b)와 같이 고주파 성분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각 부대역에 에너지 분포가 거의 동일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프레넬릿 결과를 크기(그림 2(c))와 위상(그림 

2(d))의 형태인 복소항으로 바꾸면 그림 3과 같은 특성

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프레넬릿 

부대역들의 화소당 평균 에너지에 대한 분포를 분석하

여 나타내었다. 사용된 평균 에너지는 그림 2(c)의 부대

역의 크기 성분에 대한 것이다.  그림 3(a)와 (c)는 말랏

(Mallot) 트리 방식의 부대역 구조에 대한 것이고 그림 

3(b)와 (d)는 쿼드(Quad) 트리 방식의 부대역 구조에 대

한 것이다. 
표 1에서는 프레넬릿의 레벨에 따른 LL영역의 집중

도를 나타내었다. 프레넬릿 이후 실수, 허수, 형태의 복

소항을 웨이블릿 변환을 할 경우 레벨이 높아짐에 따라 

LL영역에 집중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
면에 크기, 위상 형태의 변환할 경우에 크기는 레벨이 

높아짐에 따라 LL영역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2D 영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으

로 크기항의 경우 2D 기반 영상처리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Real Imaginary Real Imaginary

1-Level 40.4% 41.4% 85.8% 42.4%

2-Level 36.8% 38.0% 90.7% 32.8%

3-Level 20.7% 21.4% 95.2% 25.9%

표 1. 레벨에 따른 LL영역의 에너지 집중도

Table. 1 Ratio of energy compaction of LL region for 
level

(a) (b)

(c) (d)

그림 2. 프레넬릿 변환된 부대역 영상 (a) 실수부, (b) 허수부, 
(c) 크기, (d) 위상영상

Fig. 2 Fresnelet transformed subband image (a) real, 
(b) imaginary image, (c) amplitude, (d) phase image

(a) (b)

(c) (d)

그림 3. 프레넬릿 부대역의 화소당 평균 에너지 (a) 말라-트
리, (b) 쿼드-트리의 구조, (c) (a)의 에너지 분포, (d) (b)의 

에너지 분포

Fig. 3 Average evergy in each Fresnelet subband; 
structure of (a) Mallot-tree and (b) quad-tree, energy 
distribution of (c) (a) and (d) (b)

Ⅲ. 양자화기의 설계

본 장에서는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 기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디지털 홀로그램을 FLT을 이용하여 주파수 변

환, 자체 제작한 양자화기, 무손실 부호화 기술인 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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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코딩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그림 4는 제안하는 압축과정을 보여준다. 그
림 4(a)는 부호화하는 과정이며, 그림 4(b)는 복호화 하

는 과정이다.

(a)

(b)

그림 4. 디지털 홀로그램 압축 과정 (a) 부호화 (b) 복호화

Fig. 4 Compression procedure of digital hologram (a) 
encoding, (b) decoding

3.1. 디지털 홀로그램

디지털 홀로그램은 과학 장비 대신 전자 장비를 이용

하는 방식으로, 홀로그래피의 간섭무늬(interference 
pattern)를 CCD 카메라에 기록하고 비디오 신호로 전송

하여 수신단에서 SLM(spatial light modulator)에 표시된 

간섭무늬 데이터에 레이저광을 조사함으로써 영상을 재

상하는 기법이다. 그림 5에서 디지털 홀로그램의 시스템 

구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5(a)는 홀로그램을 획득하는 

과정이고, 그림 5(b)는 객체 영상을 복원하는 과정이다. 
디지털 홀로그램은 기존의 광학 홀로그램에 의한 기법

과 동일하게 레이저광을 집광 렌즈로 평행광을 만들고, 
빔 분리기(beam splitter, BS)로 참조파(reference wave)
와 객체파(object wave)로 나눈다. 객체파는 객체에 조명

된 다음 참조파와 직접 CCD에 조사되어 간섭무늬 즉 프

린지 패턴을 형성한다. 

(a) (b)

그림 5. 디지털 홀로그램의 (a) 기록 (b) 복원

Fig. 5 Digital hologram (a) capturing, (b) displaying

간섭무늬 정보는 SLM에 인가되고 여기에 평행광을 

조사하면 1차 회절광이 발생하여 3차원 객체를 재상할 

수 있다.

3.2. 부대역의 특성 분석

3.2.1. 부대역 선택

획득한 디지털 홀로그램을 프레넬릿 변환 후 각 부대

역에 대하여 양자화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림 6의 실험

결과를 통하여 각 부대역의 중요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그림 6은 각 부대역의 중요도에 대한 우선

순위를결정하기 위해서 하나의 부대역에 대하여 0-비
트로 양자화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대역은 양자화를 하

지 않고 원본 복원 객체와 비교하면서 PSNR(Peak- 
Signal-to-noise ratio) 값을 측정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0,0)에 32.5dB의 값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그 부대역에 대해서만 0-비트로 양자화를 하고 

나머지 부대역에 대해서는 프레넬릿 계수 그대로 복원

을 하여 원본 복원 객체와 PSNR을 측정한 값이다.  0-
비트를 할당하는 것은 해당 부대역에 대한 정보를 부여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당 부대역의 정보는 모두 영값

으로 처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저-압축률에서부터 고-압축률을 구현

하고자 그림 6에 대하여 임계값 별로 부대역을 선택하

는 개수를 다르게 하였으며, 그 단계는 17단계로 구현

하였다. 임계값의 범위는 54.0dB 미만에 해당하는 부대

역 선택에서부터 56.0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부대역을 

선택하는 범위까지이다. 

3.2.2. 다이나믹 영역의 설정

부대역의 특성을 파악한 후에 양자화를 설계하기 위

한 다이나믹 영역(dynamic range, DR)을 설정하여야 한

다. 식 (4)는 다이나믹 영역을 설정해주기 위한 표준편

차(σ) 값을 나타낸다. 식 (4)에서 은 부대역의 계수, 

은 계수들의 평균값이며, 은 부대역의 크기를 나타

낸다. 다이나믹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σ 값 범위 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값들은 그대로 두고, 범위 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값들을 ‘0’으로 만들면서 원본 객

체와 PSNR을 측정하였다.
표 2은 그에 대한 PSNR 결과 값을 보여준다. 표 2에 

대한 실험은 일정 임계값 미만에 해당하는 양자화기에

서  σ=2 부터 σ=58 까지 증가시키면서 PSNR 값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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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 LLHL HLLL HLHL

LLLH LLHH HLLH HLHH

LHLL LHHL HHLL HHHL

LHLH LHHH HHLH HHHH

(a) (b)

그림 6. 부대역의 특성 (a) PSNR 값, (b) 부대역 정보

Fig. 6 Characteristics of subband (a) PSNR, (b) subband information

하였다. 그 결과 평균값(Aver.)을 확인해보면 σ=30에서 

34.76dB로 가장 높은 PSNR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3.2.3. 양자화기의 설계

설계하고자  하는 양자화기는 비균일 스칼라 양자화

기로 프레넬릿 계수들은 각 부대역에 할당된 비트수에 

맞게 양자화 인덱스(index)로 치환되는 방식이다. 정해

진 양자화 영역을 벗어나는 프레넬릿 계수들은 빈도수

는 작으나 큰 값이므로 PSNR에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중요도를 고려하여 예외 영역이라 설정하

고 이에 속하는 계수들을 예외 인덱스(exception index)
라 하여 양자화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계수를 전송한다. 
그 결과로 압축율은 다소 감소하지만 PSNR이 약 2dB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얻었다. 양자화기는 각 부대역의 

히스토그램 분석을 통해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그림 6과 

같은 PSNR의 상관관계로부터 부대역에 비트를 할당하

였다.   

σ
Threshold (dB) Aver.55.0 55.2 55.4 55.6 55.8 56.0

2 18.98 19.04 19.18 19.17 19.11 19.15 19.11
6 19.32 19.36 19.72 20.60 20.56 21.05 20.10
10 20.21 21.00 23.63 26.26 25.51 24.59 23.54
14 22.11 25.01 29.38 32.11 31.31 29.75 28.28
18 24.19 27.53 32.31 35.09 34.51 31.49 30.85
22 27.16 30.68 34.57 36.35 36.39 33.17 33.05
26 29.26 32.07 35.07 36.41 36.56 33.12 33.75
30 31.36 33.52 35.45 36.25 37.13 34.87 34.76
34 31.11 33.15 35.13 36.02 36.07 32.88 34.06
38 30.93 32.87 34.59 35.49 35.11 33.28 33.71
42 31.09 32.83 34.38 34.84 34.12 33.11 33.40
46 30.91 32.39 33.84 34.12 33.13 31.54 32.66
50 30.89 32.62 33.74 33.78 32.84 31.71 32.60
54 30.84 32.24 33.03 32.82 31.95 31.20 32.01
58 28.75 30.47 31.05 30.69 29.84 30.82 30.27

표 2. 표준편차(σ)에 따른 PSNR 
Table. 2 PSNR for standard deviation (σ)

표 2에서 다이나믹 영역이 σ=30일 때, 가장 좋은 

PSNR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0’값을 기준

으로 σ=15로 표시하였으며, 또한 σ′는 예외 영역의 범

위를 설정하는 값으로 예외 영역의 범위에 따라 PSNR 
대비 압축율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4장에서 σ′에 대

한 값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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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결과

4.1. 실험환경

그림 7. 5-레벨 부대역의 계수 분포 

Fig. 7 Coefficient distribution of 5-level subband

  

본 논문에서 사용한 디지털 홀로그램에 대한 데이

터는 표 3에 나타내었으며, 디지털 홀로그램은 CGH 수
식으로 생성하였다. 디지털 홀로그램은 200×200

[] 광원에 대한 1024×1024[] 크기의 회

색조(gray-scale)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파장은 633
[]이고, 픽셀 피치는 []이다. 그리고 복원 거리

는 110[]이다.

Item value
Light sources[pixel2] 200×200
Hologram resolution[pixel2] 1,024×1,024
Wavelength[nm] 633
Pixel pitch[μm] 10.4
Reconstruction distance[cm] 110

표 3. 실험환경

Table. 3 Experiment environmemt

4.2. 실험결과

그림 8은 실험에 사용된 디지털 홀로그램의 예제 영

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8(a)은 Rabbit 영상의 디지털 홀

로그램이고, 그림 8(b)은 그림 8(a)에 FLT을 적용한 결

과이다. 그림 8(c) 양자화 된 결과이며, 그림 8(d)은 그

림 8(c)에 양자화기가 적용된 결과 영상이다. 그림 8(b)
는 왼쪽의 DC 영역을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양자화를 할 때, 적은 빈도수를 가지

나 큰 값을 갖은 계수들은 예외 인덱스를 이용하여 처

리하였다. 그림 7에 표시 된 예외영역 범위를 다음과 같

이 σ′을 이용하여 조절하였다. 그림 9는 예외 인덱스

에 대한 분포를 나타내준다.

(a) (b)

(c) (d)

그림 8. 결과 예제 영상 (a) 디지털 홀로그램, (b) 프레넬릿 결

과 (c) 양자화 결과 (d) 복원객체 

Fig. 8 Result example image (a) digital hologram, (b) 
Fresnelet, (c) quantization result, (d) reconstructed object

그림 9. 예외 인덱스 분포 

Fig. 9 Distribution of exception index

Th
Nonuniform

σ′ = 0.5 σ′ = 0.7 σ′ = 0.9 σ′ = 1.5 σ′ = 2.5 σ′ = 5.0 
PSNR CR PSNR CR PSNR CR PSNR CR PSNR CR PSNR CR

54.0 23.6 148.3 23.6 154.1 23.6 157.2 23.6 163.6 23.5 171.7 23.5 181.9
54.2 24.6 138.0 24.6 143.5 24.6 146.6 24.6 153.4 24.6 161.6 24.5 172.5
54.4 27.1 105.2 27.1 110.0 27.1 112.9 27.1 119.5 27.1 127.5 27 140.1
54.6 29.4 83.5 29.5 88.0 29.4 90.9 29.4 97.2 29.4 105.1 29.3 117.9
54.8 31.8 60.9 31.8 64.8 31.8 67.4 31.8 72.8 31.7 80.0 31.7 91.8
55.0 33.7 43.6 33.7 46.5 33.7 48.5 33.7 52.9 33.7 58.7 33.5 68.3
55.1 34.7 34.8 34.8 37.2 34.7 38.8 34.7 42.5 34.7 47.4 34.6 55.8
55.2 35.4 26.6 35.4 28.5 35.4 29.8 35.4 32.8 35.3 36.8 35.2 43.7
55.3 35.8 18.4 35.8 19.6 35.8 20.5 35.8 22.7 35.8 25.4 35.7 30.6
55.4 36.0 12.5 36.0 13.3 36.0 13.9 36.0 15.4 36.0 17.4 36.0 21.0
55.5 36.2 8.8 36.2 9.4 36.2 9.8 36.2 10.8 36.2 12.2 36.1 14.9
55.6 36.7 6.6 36.7 7.1 36.7 7.4 36.7 8.2 36.7 9.2 36.5 11.2
55.7 37.6 5.2 37.6 5.5 37.6 5.8 37.6 6.4 37.7 7.2 37.4 8.9
55.8 40.4 4.2 40.3 4.5 40.4 4.7 40.4 5.2 40.3 5.9 39.8 7.2
55.9 44.9 3.8 44.9 4.1 44.9 4.2 44.9 4.7 44.5 5.3 42.7 6.5
56.0 47.8 3.7 47.8 4.0 47.8 4.1 47.5 4.6 46.7 5.2 43.9 6.4
Max 49.2 3.7 49.2 3.9 49 4.1 48.4 4.5 47.3 5.1 43.9 6.3
Aver. 35.6 41.6 35.6 43.8 35.6 45.1 35.5 48.1 35.4 51.9 34.8 57.9

표 4. 예외영역 범위에 따른 PSNR 대비 압축율 

Table 4. Compression ratio and PSNR for exceptional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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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0. 제안한 부대역 양자화기의 구조 (a) 55.0dB 미만 

(b) 55.6dB 미만 (c) 56.0dB 미만 

Fig. 10 The proposed structure of subband quantizer; 
PSNR in case of less than (a)  55.0dB, (b) 55.6dB, and 
(c) 56.0dB

σ′=0.5일 때는 전체 계수분포에 평균적으로 7.1%
의 예외 인덱스를 포함하였고, 점차 감소하여 σ′=5.0
일 때는 1.2%를 포함하였다. 표 4은 σ′의 값을 0.5부터 

5.0까지 증가시키면서 PSNR 대비 압축율(Compression 
ratio, CR)을 계산한 값들을 보여준다. Max은 최상의 

LL영역을 제외한 모든 부대역을 선택하여 양자화 한 

양자화기를 말한다. 표 4의 결과를 보면 σ′이 값이 증

가할수록 16-비트로 표현한 예외영역이 줄어들기 때문

에 그 만큼 압축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
지만 그에 비해 PSNR은 낮아지기는 하지만 그 값이 미

세한 것을 볼 수 있다. 
설계한 양자화를 이용하여 계수에 양자화를 수행한 

이후에 압축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양자화 계수의 발생 

확률에 따른 호프만 코드 테이블을 만들었다. 각 양자

화 계수별로 허프만 코드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엔트로

피 코딩을 수행하였다[16].
그림 10은 부대역에 대해 비트를 할당한 예시를 보여

준다. 그림 6에 나타낸 PSNR을 기준으로 하여 부대역

에 대한 평균 PSNR이 일정 임계값(Threshold, Th) 미만

이면 2-비트로 할당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0-비트

를 할당하였다. 

(a) (b)

(c) (d)

(e) (f)

그림 11. 제안한 양자화기를 이용한 압축 및 복원 결과영상 (a) 
원본객체 (b) 54.2dB 미만, 24.5dB (c) 55.0dB 미만, 33.5dB 
(d) 55.2dB 미만, 35.2dB (e) 55.8dB 미만, 39.8dB (f) 56.0dB
미만, 43.9dB 
Fig. 11 Coding result images using the proposed quantizer
(a) original object, (b) less than 54.2dB, 24.5dB (c) less
than 55.0dB, 33.5dB (d) less than 55.2dB, 35.2dB (e) less
than 55.8dB, 39.8dB (f) less than 56.0dB, 43.9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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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12. 압축 및 복원 결과영상 예시 (a) 오리 원본객체 (b) 
54.2dB 미만, 24.3dB (c) 스프링 원본객체  (d) 54.2dB 미만,
28.9dB (e) 원본객체  (f) 54.2dB 미만, 31.1dB 
Fig. 12 Example of image results (a) Duck original 
object, (b) less than 54.2dB, 24.3dB (c) Spring original 
object (d) less than 54.2dB, 28.9dB (e) Tee pot (f) less
than 54.2dB, 31.1dB 

그림 6에서와 같이 최상위 LL영역을 양자화하게 되

면 PSNR 값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상위 LL영역은 

부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자화를 하지 않고, 프레넬

릿 계수 그대로 보존하였다.
그림 11은 예외영역 범위 중 가장 압축율이 좋은 σ′

가 5.0일 때를 선택하여 양자화하고 복원한 객체영상이

다. 그림 11(d)부터는 PSNR 값이 30dB이상이 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지만, 그림 11(a)의 원본객체 영상과 비

교해 보면 많이 열화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원본영상

과 비교해 볼 때, 열화 된 정도를 많이 느낄 없는 영상은 

그림11(f), (g), (h), (i)이다.
그림 12에는 여러 홀로그램에 대해 제안한 양자화기

를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12에서 사용된 홀

로그램도 그림 11의 홀로그램과 마찬가지로 CGH를 이

용하여 생성한 것에 해당한다. 그림 12(a), (c) 및 (e)는 

원본 홀로그램을 복원한 객체 영상을 나타내고, 그림 

12(b), (d) 및 (f)는 54.2dB 미만에서의 σ′을 적용했을 

경우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프레넬릿 변환을 이용하여 디지털 홀

로그램을 압축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

의 양자화기를 제안하였다. 프레넬릿 변환 이후 각각의 

부대역의 에너지 분포 특성을 파악하여 다이나믹 레인

지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PSNR을 향상하기 위해 예

외 인덱스를 도입한 후에 최적의 압축율과 PSNR을 구

하기 위해서 예외영역 부분의 범위를 조절해가면서 실

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σ′ = 5.0인 범위에서 높은 

성능을 가질 수 있는 양자화기를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σ′ = 5.0에서 최소 6.3:1부터 최대 

181.9:1까지 압축을 수행하였고, 이를 복원한 후에 

PSNR을 이용하여 수치적인 결과를 분석하였다. 각 결

과들에 대해서 시각적인 분석도 수행하였다. 홀로그램

의 전용변환 기법으로 이제 막 연구되기 시작하고 있는 

프레넬릿을 위한 양자화기는 앞으로 디지털 홀로그램

의 부호화를 위한 연구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

하고,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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