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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홀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분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웨이블릿 함수들을 이용한 프레넬릿 변환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웨이블릿 함수 기반의 프레넬릿 변환들을 구현한 후에 디지털 홀로그램에 적용하고 계수

들의 에너지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다. 구현한 웨이블릿 함수 기반의 프레넬릿 변환은 광학적으로 획득되거나 혹은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 기법으로 생성된 홀로그램의 복원과 처리에 매우 적합하다. 스플라인 함수의 특성을 분석한 

이후에 이를 기반으로 하는 웨이블릿 다해상도 해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광학적 간섭 현상

을 통해 생성된 프린지 패턴을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변환 도구를 제안하였다. 다양한 분해 특성을 갖는 웨이블

릿 함수기반의 프레넬릿 변환을 구현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프린지 패턴을 분해한 결과들을 보인다. 결과를 살펴보면 

랜덤 위상의 포함여부에 따라 계수들의 에너지 분포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Fresnel transform method using various wavelet functions to efficiently decompose digital 
holograms. After implementing the proposed wavelet function-based Fresnelet transforms, we apply it to the digital 
hologram and analyze the energy characteristics of the coefficients. The implemented wavelet transform-based Fresnelet 
transform is well suited for reconstructing and processing holograms which are optically obtained or generated by 
computer-generated hologram technique. After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line function, we discuss wavelet 
multiresolution analysis method based on it. Through this process, we proposed a transform tool that can effectively 
decompose fringe patterns generated by optical interference phenomena. We implement Fresnelet transform based on 
wavelet function with various decomposition properties and show the results of decomposing fringe pattern using it. The 
results show that the energy distribution of the coefficients i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the random 
phase is included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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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홀로그램(hologram)은 원래 ‘전체’라는 뜻의 그리스

어 ‘holos’와 ‘기록하다’라는 뜻의 ‘gram’이 합성된 단어

로 완전한 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시각화 방식의 하나로써 

CCD (Charge coupled device) 카메라 혹은 전자적 방법

을 통해 기록 및 생성된다[1-4]. 홀로그램은 객체에 의해 

반사된 파와 참조파 사이의 간섭에 의한 결과로써, 간섭

계의 출력에서 홀로그램 평면 내의 강도의 분포를 기록

하는 것이다[5]. 객체 근처에서 진폭과 위상의 복소파의 

디지털 복원은 회절 적분의 근사화인 프레넷(Fresnel) 
회절에 기초한다[6]. 디지털 홀로그래피의 응용 분야는 

매우 많은데, 특히 영상 생물학 등에 널리 사용되어 왔

다. 응용분야가 넓어짐에 따라 더 나은 영상 품질에 요

구가 증가하여 노이즈 억제, 고해상도의 복원 영상, 정
밀한 파라미터 조절 그리고 빠른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

요하다[6]. 이와 같이 다양한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디

지털 홀로그램을 다루기 쉬운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영상신호처리에서는 이

를 위해 변환(transform) 도구를 사용한다. 
디지털 홀로그램을 일종의 콘텐츠로 사용하기 위해

서는 디지털 홀로그램을 디지털 영상정보로 취급할 수 

있다. 디지털 영상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처리

하고[7][8], 전송하고[9], 저장하고, 부호화 및 복호화하

고[10], 보안성[11][12]을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기술들

이 부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디지털 홀로그램의 신호

처리를 위해서 다양한 해석 방법이 이용되었다. 여기에

는 DCT(Discrete Cosine Transform)을 사용한 방법들과 

DWT(Discrete Wavelet Transform)을 이용한 방법들이 

있었다[13]. 그러나 이 방법들은 2차원 및 3차원 텍스쳐

(texture) 영상을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디지털 홀로그

램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프레넬 회절현상에 웨

이블릿 변환을 접목한 프레넬릿 변환이 제안되었다

[14].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본질적으로 렌즈가 없는 처

리과정이기 때문에 전체 영상 평면에 객체의 경계와 같

은 세밀한 부분을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다[15]. 그러므

로 구간적으로 부드러운 신호(부분적으로 2차원 영상이 

갖는 저주파 영역, 이 영역에서 고압축이 가능)를 처리

하기 위해 만들어진 표준 웨이블릿은 홀로그램에 직접

적으로 적용될 때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특성은 드뷔시의 웨이블릿 기저함수를 이용하여 프레

넬릿 변환을 설계하였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6]. Liebling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으로 B-스프라인 웨이블릿을 이용하였다[1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웨이블릿 기저함수를 활용하여 

프레넬릿 함수를 설계하고 특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서 응용 분야에 따라서 프레넬릿 함수가 다양한 방식으

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인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홀

로그램을 생성하고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B-스프라인과 프레넬릿 변환에 대

해서 설명한 후에 특성을 보인다. 4장에서는 제안한 프

레넬릿 변환을 이용하여 디지털 홀로그램을 해석하고 

특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본  론

디지털 홀로그램은 광학장비 대신 전자장비를 이용

하는 방식으로, 홀로그래피의 간섭무늬를 CCD 카메라

에 기록하고 비디오 신호로 전송하여 수신단에서 SLM 
(Spatial Light Modulator)에 표시된 간섭무늬 데이터에 

레이저광을 조사함으로써 영상을 재생하는 기법이다. 
그림 1(a)에는 홀로그램을 획득하기 위한 시스템을 나

타냈고, 그림 1(b)에는 복원(재생)하기 위한 시스템을 

나타냈다. 홀로그램은 레이저광을 집광 렌즈로 평행광

을 만들고, 빔분리기(beam splitter, BS)를 이용하여 기

준파(reference wave)와 객체파(object wave)로 분리한

다. 객체파는 객체(Object)에 조사된 후에 반사된 후에 

기준파와 간섭을 이루면서 촬영장치(혹은 필름)에 입사

된다. 입사된 간섭무늬(interference pattern)를 프린지 

패턴 혹은 홀로그램이라 한다. 획득된 무늬를 전자적으

로 처리한 이후에 SLM에 출력하고 여기에 기준파와 동

일한 특성의 평행광을 조사하면 회절광이 발생하여 3차
원 객체를 재생할 수 있게 된다[1]. 그림 1에는 획득을 

위해서 디지털 장치인 CCD 카메라를 사용한 경우를 나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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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Digital hologram (a) recoding (b) reconstruction

전자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그림 1과 같이 홀로그

램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따져야 하는 귀찮은 작업이다. 이러한 획득의 문

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림 1의 광학적인 현상을 수식적

으로 모델링한 방식도 사용되고 있다. 평면상의 한 점에

서 계산된 반사파와 이 기준파를 합쳐서, 빔강도를 구하

고 시간 평균을 취하게 되면 이점에서의 상대적인 빔 강

도가 구해지므로, 평면 위의 다른 점에서의 빔 강도를 

구하여 같은 빔 강도를 가지는 점들을 연결하게 되면 간

섭무늬가 얻어진다. 이것이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

(Computer-generated hologram, CGH)이다. 물체의 각 

점에서 나오는 광파의 진폭은 위치에 따라 달리 할 수도 

있으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림 2에는 다

양한 방식으로 생성된 CGH를 나타내었다. 첫 번째 가

로줄은 스테레오 정합 혹은 레이저 스캐닝과 같은 방법

으로 만들어진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한 방식이

다. 두 번째 가로줄은 ToF(Time-of-Flight) 방식의 깊이 

카메라와 텍스쳐 카메라를 이용한 방식이다. 세 번째 가

로줄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방식이다. 

Ⅲ. 프레넬릿 변환

프레넬릿 기저를 만들기 위해, 웨이블릿 기저에 프레

넬 변환을 적용하여 구현한다. 여기서 우리는 의 

일반적인 리에스 기저에 변환을 적용한 것으로 영역 

의 차수는   혹은  와 같이 임의로 둔다.

3.1. B-스플라인의 도입

(a) (b) (c) (d) (e)

Fig. 2 Test images (a) luminance, (b) depth, (c) fringe 
pattern, (d) S/W reconstruction, (e) optical reconstruction

Liebling에 따르면 프레넬 변환을 위한 불확실성 관

계는 가보-유사 함수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함수

는 의 다해상도 기저를 만들 수 없는 단점을 갖는

다. 따라서 웨이블릿 기저를 만드는 가우시안-유사 함수

인 B-스플라인에 기초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또한 불

확실성 원리의 의미에서 프레넬 변환을 위해 잘 국부화

시킬 수 있다[15]. B-spline[17]는 식 (1)과 같이 푸리에 

영역에서 정의된다. 



  

 


  

sin        (1)

여기서 sin  sin이고 ∈이다. 
시간 영역에서 차수 B-spline을 위한 유사한 표현은 식 

(2)와 같다.

 ∆∗

 (2)

여기서 일반적인 전력 함수로써 
 max 

이고,  은 식 (3)과 같이 번째 유한차분 연

산자이다. 

 





   (3)

따라서 차수의 B-spline을 위한 식 (4)를 정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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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5].

 





 




(4)

이 정의는 표준 접근에 등가이다. 여기서 차수의 

B-spline은 식 (5)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의 펄스의 

겹 컨볼루션으로부터 만들어진다. 

 
   
times

∗⋯∗ (5)

B-스플라인은 의 유효한 스케일링 함수의 모

든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레이즈 기저, 2-스케일 관계 및 

단위 분할의 세 가지 필요충분조건을 만족한다[18]. 이

러한 조건에서 사용되는 필터는   
 로

써 이항 필터이다. 이 조건은 B-스플라인이 의 다

해상도 해석을 생성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

낸다. 

3.2. B-스플라인 기반의 프레넬릿 변환

이 절에서 Liebling에 의해 제안된 새로운 웨이블릿

인 프레넬릿을 소개한다[15]. B-스플라인에 프레넬 변

환을 결합함으로써 프레넬릿은 프레넬 변환을 수행하

여 구현한다. 웨이블릿 이론의 다해상도 관계를 프레넬

릿 영역으로 전치함으로써 2-스케일 관계를 식 (6)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6)

웨이블릿 이론에서, 내장된 다해상도 공간들은 하나

의 단일 함수의 확대와 이동을 통해서 생성되는데 프레

넬 변환은 그러한 공간의 특성들을 유지할 수 있다. 중
요한 사항은 하나의 스케일에서 다음으로 생성 함수를 

바꾸는 확대 관계로부터 비롯되는데, 그 차이점은 변환 

영역에서 각 스케일에 대해 하나의 생성 함수만 존재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 대해  공간의 수열을 

식 (7)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span


∩ (7)

식 (7)은 식 (8)과 같이 정의되는  공간의 수열에 

상응하고, 여기에서 하위공간 는 다해상도 해석을 위

한 요구조건을 만족한다[18]. 

  
∈
span ∩ (8)

수열  에 대해, 이동-불변은 각 스케일 내에서 

유지되고, 프레넬 변환을 위해 다해상도 해석을 위한 몇 

가지 요구조건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는 완비성, 스케

일 불변(∈   ⇔   ∈  ), 이동불

변, 이동-불변 기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구조건 중

에서 스케일 불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
 ∙∗∈ 이 만족해야 한다. 따

라서 식 (9)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 

∗
  ∙∗∈∗

∗

   

(9)

식 (9)에서 B-스플라인 웨이블릿에 대응하는 생성 함

수는 식 (10)과 같다.

 

 
 





 (10)

대응하는 프레넬릿은 식 (11)과 같고, 다해상도의 하

위영역에 대해, 잔차 공간  는 식 (12)로 정의된다. 
 는  ⊥

   및  ⊕
  

  와 

같다. 즉, 웨이블릿 이론에서의 다해상도 분해에 대한 의

미를 식 (12)와 같이 프레넬릿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

∈
span

 

⊥

∈
span 


 (11)

∈

Wj  spa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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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Wavelet functions (a) (3/1), (b) (5/5), and (c) 
(6/8) filter

3.3. 웨이블릿 함수 기반의 프레넬릿 설계

3.2절에서 설명한 B-스플라인의 정의와 특성을 이용

하여 다양한 특성의 B-스플라인 함수를 구현하였고, 이
들을 홀로그램에 적용하였다. 그림 3에는 구현한 웨이

블릿 함수들 중에서 가장 뚜렷한 특성을 보이는 3가지 

필터를 나타냈다. 그림 3(a)는 정보를 저주파 영역으로 

함축시키는 특성을 보이고, 그림 3(b)는 정보를 고주파 

영역으로 함축시키는 특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림 

3(c)는 정보를 전체 영역을 확산시키는 특성을 보이는

데, 정보가 갖는 전체적인 주파수 특성을 파악하는 응용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즉, 영상 정보의 다양한 방향 

정보를 추출하는 등의 작업에 적절하다. 
구현환경은 Intel사의 i7-3770 CPU를 사용하고 

DDR3 16GB의 호스트 메모리를 사용하였다. GPGPU 
(General-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
는 nVIDIA사의 Geforce GTX680를 사용하였고, GPGPU
는 2GB의 256bit-GDDR5 장치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

다. 또한 C/C++과 CUDA 툴 킷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또한 테스트를 위해서 S/W 방식으로 복원하였다. 

구현한 웨이블릿 함수를 이용하여 프레넬릿 변환을 

구현하고 이를 프린지 패턴에 적용한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냈다. 각각의 필터를 이용하여 홀로그램에 적용하

였을 때 웨이블릿 함수의 특성에 따라서 홀로그램을 분

해하는 특성이 전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b)

(c) (d)

Fig. 4 Hologram result by Frenelet transform in the 
case of using (a) (3/1), (b) (5/5), (c) (6/8) filters, (d) 
reconstruction result

그림 4(a)와 (b) 그리고 (c)는 각각 그림 3의 필터를 사

용하여 프레넬릿 변환을 수행한 결과이다. 그림 3의 필

터 특성과 같이 (a)는 저주파 (b)는 고주파 영역으로 정

보를 함축 시켰으며, (c)는 정보를 전체 영역으로 확산시

키는 특성을 보였다. 제안한 프레넬릿 변환 방식을 최근 

홀로그램 정지영상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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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o의 데이터세트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관찰하였다

[19][20]. 그림 5에 JPEG Pleno의 2가지 데이터 세트를 

나타냈다. 그림 5(a)는 레이어 기반의 완전 복소 홀로그

램인 3D Multi의 복원된 진폭이고, 그림 5(b)는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완전 복소 홀로그램인 3D Dices이다. 
3D Dices는 RGB 성분의 컬러 복소 홀로그램이고, 랜덤 

위상이 적용된 것이다. 

(a)

(b)

Fig. 5 Dataset of JPEG Pleno (a) 3D Multi, (b) 3D Dices

그림 6과 7에는 제안한 프레넬릿 변환을 그림 5의 홀

로그램에 각각 적용한 부대역 결과와 에너지 분포를 나

타내었다. 그림 6에서 각 영상의 밝기와 대조가 다른 것

은 홀로그램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정규화 결과에 차

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림 6에서 밝은 색이 에너지가 큰 

영역이고 어두운 색이 에너지가 작은 영역이다. 
Bi-orthogonal 필터는 3D Multi를 저주파 영역으로 에너

지를 압축시키는 특성을 갖고, reverse bi-orthogonal 필
터는 3D Dices를 고주파 영역으로 에너지를 압축시키

는 특성을 갖는다. 
그림 7에서 인덱스는 웨이블릿 영역에서 부대역의 

위치를 나타낸다. 인덱스가 (0,0)인 위치가 가장 저주파 

영역이고, (15,15)가 가장 고주파 영역을 나타낸다. 제안

한 프레넬릿 변환을 이용하여 홀로그램을 분해한 결과

를 살펴보면 모든 홀로그램을 잘 분해하는 특성을 갖는 

변환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홀
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다른 웨이블릿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everse bi-orthogonal 

(3,3) 필터는 그림 6(b)와 같이 3D Multi와 같은 홀로그

램은 잘 분해하지 못하였지만, 그림 6(d)와 같이 랜덤 위

상을 포함한 홀로그램은 훌륭하게 분해할 수 있다. 

(a)

(b)

(c)

(d)

Fig. 6 Fresnelet transform result (real and imaginary parts) 
in case of (a) 3D Multi decomposed by bi-orthogonal (1,1) 
filter, (b) 3D Dices decomposed by bi-orthogonal (1,1) 
filter, (c) 3D Multi decomposed by reverse bi-orthogonal 
(3,3) filter, (d) 3D Dices decomposed by reverse 
bi-orthogonal (3,3)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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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7 Average energy of subbands in the Fresnelet 
domain (average of real and imaginary parts) in case of 
(a) 3D Multi decomposed by bi-orthogonal (1,1) filter, 
(b) 3D Dices decomposed by bi-orthogonal (1,1) filter, 
(c) 3D Multi decomposed by reverse bi-orthogonal (3,3) 
filter, (d) 3D Dices decomposed by reverse bi-orthogonal 
(3,3) filter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웨이블릿 함수의 특성을 활용하여 디

지털 홀로그램을 분해하기 위한 프레넬릿 변환을 제안

하였다. 우리는 이전 연구에서 제안된 B-스플라인 기반

의 프레넬릿 변환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웨이블릿 함수

를 사용하여 프레넬릿 변환을 구현하였고, 홀로그램에 

적용하여 그 특성을 확인하였다. 디지털 홀로그램은 매

우 다양한 형태로 생성되고 취득되기 때문에 B-스플라

인 기반의 프레넬릿 변환만으로는 디지털 홀로그램을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는다. 따라서 제안한 웨이

블릿 함수 기반의 프레넬릿 변환은 디지털 홀로그램의 

신호처리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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