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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을 이용하여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신경망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 균형 조정 방법에 대하여 논의 한다. 심층신경망은 딥러닝(deep learning, DL)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고, 
생성형 적대적 네트워크(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계열을 이용한다. 심층 신경망을 통하여 생성 하고자 

하는 홀로그램의 기본 단위인 프린지 패턴은 홀로그램 평면과 객체의 위치에 따라 데이터의 형태가 매우 다르다. 하
지만 데이터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학습 데이터의 불균형은 곧 

학습의 불안정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분류하고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제시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학습이 안정화됨을 보인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iscuss a data balancing method for learning a neural network that generates digital holograms using 
a deep neural network (DNN). Deep neural networks are based on deep learning (DL) technology and use a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series. The fringe pattern, which is the basic unit of a hologram to be created through a deep 
neural network, has very different data types depending on the hologram plane and the position of the object. However, 
because the criteria for classifying the data are not clear, an imbalance in the training data may occur. The imbalance of 
learning data acts as a factor of instability in learning. Therefore, it presents a method for classifying and balancing data 
for which the classification criteria are not clear. And it shows that learning is stabilized through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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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홀로그램을 획득하는 방법은 크게 광학적으로 촬영

하는 방법과 수치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으로 분류된다. 
광학적 촬영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험

환경에 매우 민감하다. 또한 높은 에너지를 갖는 레이저

를 이용하기 때문에 모든 물체에 조사할 수 없다. 따라

서 수치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생성하는 홀로그램을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

(Computer-generated-hologram, CGH)이라고 한다. 현
재까지 매우 많은 CGH기법이 연구되어 왔다. 가장 고

품질의 홀로그램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부동소

수점의 고정밀도로 표현하고, 포인트 클라우드(Point 
cloud) 기반의 레이 트래이싱(Ray-tracing)을 이용하여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홀로그램 수치 계산 방법이다 

[1][2]. 객체와 홀로그램 면 간의 공간을 근사화 시킨다

면 계층 기반(Layer-based) 홀로그램 생성 방식에 해당

한다.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양자화된 레이어에 대

한 홀로그램을 한 번에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화가 

가능하다[3-6]. 레이 트래이싱 방식에 기반을 두면서 고

속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WRP(wavefront recoding plane) 
방식도 있다. 이는 가상의 면을 위치시킴으로써 연산을 

가속화한다[7][8]. 이와 같이 가속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의 정밀도를 일정 부분 포기함으로써, 정밀도와 고속화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 (Trade-off) 관계가 존재한다. 
최근에 딥러닝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지금까

지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들을 이전과는 다른 방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론들이 등장하고 있다. 홀로그램 

생성 또한 생성형 적대적 네트워크(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나 가변형 자동 인코더(Variational Auto 
Encoder, VAE)와 같은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9][10]. 본 연

구실에서는 딥 러닝 기술 중 높은 공간 주파수 표현력을 

가지고 있는 GAN을 이용하여 홀로그램 생성기를 만들

었다. 이러한 생성형 모델들은 학습이 어렵다. 특히 홀

로그램과 같은 데이터들은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하지

만 어떠한 기준으로 데이터의 형태를 분류해야할지 기

준이 명확하지 않다. 균형을 부적절하게 맞추거나 고려

하지 않는 경우 학습의 불안정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학습과 

평가에 사용하는 홀로그램 데이터의 생성 방법과 GAN 
네트워크의 학습방법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홀로그램 

데이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준 분류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균형을 맞

추고 학습이 안정화됨을 보인다. 그리고 5장에서 결론

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본 논문에서는 딥 러닝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할 때 홀

로그램의 성분 분석을 통하여 분류하고, 데이터의 균형

을 맞추어주는 방법을 제안하고 학습의 안정화를 이룸

을 보인다. 이 때 쓰는 홀로그램 데이터 생성과 GAN 네
트워크의 학습 방법을 아래에서 설명한다.

2.1. 홀로그램 생성

식 (1)은 완전 복소 홀로그램의 생성을 위한 CGH 수
식을 나타내었다. 는 홀로그램 평면의 좌표 

 에서의 밝기이고, 는 객체 점인     

좌표에서의 밝기이다. 은 객체 점의 개수이고, 는 홀

로그램 생성에 사용한 참조파 (Reference wave)의 파장

이고, 는 홀로그램과 광원의 화소의 크기인데, 여기에

서는 편의상 동일한 값으로 취급하였다. 

 






exp

    

(1)

사용한 네트워크의 데이터 세트는 식 (1)에서 한정된 

객체 공간 안의 점을 하나씩 샘플링하여 이에 해당하는 

프린지 패턴을 생성하여 구성한다. 

2.2. GAN

본 논문에서는 프린지 패턴을 생성할 때 다른 네트워

크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공간 주파수의 표현력이 높은 

GAN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이 네트워크는 서로 경쟁하

는 두 개의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해 구현된다. 
GAN의 구조는 생성기(Generator)와 판별기(Discriminator)

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성기와 판별기는 서로 상반된 목

적을 가지고 두 신경망 모델의 경쟁을 통해 학습하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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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물을 생성해낸다. 생성기는 실제에 가까운 거짓 데이

터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데이터

를 학습하여 데이터의 분포를 캡처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짓 데이터를 생성한다. 판별기는 생성자의 거짓 데이

터를 구분하는 것이 목적으로 생성기가 생성한 데이터

가 실제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도록 학습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GAN 네트워크 중에서도 convolution

을 이용하여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해내고 이를 통해 훨씬 

디테일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DCGAN (Deep Convolu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의 판별기와 생성기를 

사용한다. 기존 DCGAN 논문에서 사용하는 Jenson- 
Shannon divergence 대신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식 (2)의 

Wasserstein distance를 손실 함수로 적용하여 그림 1과 

같은 흐름으로 홀로그램 데이터를 학습한다[11][12]. 

 


∈
∼ ∥∥ (2)

홀로그램을 생성하고자 하는 좌표를 입력으로 넣어

주면 CGH알고리즘을 통하여 해당 프린지 패턴()가 생

성되고 이와 동시에 생성기를 이용하여 가짜 프린지 패

턴()을 생성한다. 판별기는 이 식 (2)를 이용해 두 결과

를 비교하여 진짜와 가짜가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한 점

수를 출력한다. 이 계산결과를 바탕으로 판별기는 진짜 

프린지 패턴이 들어왔을 때의 점수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도록 내부 파라미터들이 갱신된다. 또한 생성기는 판

별기가 가짜 프린지 패턴의 점수를 더 크게 만드는 방향

으로 내부 파라미터들을 갱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

한 상반된 목표를 가진 네트워크가 상호 경쟁하며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 수행하면 판별기가 진짜와 가짜를 구

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생성기

가 프린지 패턴을 출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학습의 목표로 한다.

Fig. 1 Flow chart of Conditional GAN generating optical 
fringe pattern[13]

Ⅲ. 홀로그램 생성기 학습 안정화 방법

디지털 홀로그램의 기본 구성요소인 프린지 패턴은 

홀로그램 평면의 위치와 객체가 존재 하는 공간의 위치 

에 따라서 그림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형태가 매우 다양

하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프린지 패턴은 네트워크 입장

에서 데이터의 불균형으로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다수

인 특성이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에 치중된 파라미터 갱

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곧 네트워크 학습의 

안정성을 떨어트리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균형이 맞지 않은 데이터의 균형을 맞추어 주

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적절한 분류법이 필수적이다. 

Fig. 2 Various types of fringe patterns

프린지 패턴의 데이터 분류에 이산 코사인 변환

(Discrete Cosine Transform, DCT) 알고리즘을 사용한

다. 프린지 패턴에 DCT를 수행하고 , 변환 후 주파수 영

역에서 에너지 집중도를 분석하여 프린지 패턴을 분류

한다. DCT는 전역 변환보다는 지역 변환에 대해서 더 

좋은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의 블록 단위로 나누

어서 변환을 수행한다. 
수행하는 방법은 그림 3에 나타내었다. 프린지 패턴 

공간영역을 × 블록 단위로 나눈다. 각 블록의 동일 

좌표의 에너지를 더해 하나의 블록으로 나타낸다. 식 (3)
은 크기가 ×일 때 입력 블록 좌표의 DCT 계수 

와 전체 블록 수 M에 대한 에너지 에 

대한 식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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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8×8 Block based DCT energy calculation [14]

이 과정은 모든 블록에 대한 동일 좌표의 에너지를 합

하여 공간 주파수 계수의 개수에 따른 에너지 집중도를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해당 데이터의 주파수의 특

징을 담고 있는 데이터이다. ×블록 크기의 에너지 

맵을 1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홀로그램의 데이터 분류 

기준을 정한다. 이 구역 정보는 그림 4에 나타냈다. 에너

지의 대부분이 분포하는 DC영역을 제외한 AC영역을 

14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의 에너지 평균을 구한

다. 그리고 가장 높은 에너지 평균을 가지는 구역을 해

당 데이터를 대표하는 구역으로 정하고 이 구역을 level
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와 같이 데이터의 주파수 성분에 기반한 분류를 진

행하고 나면 데이터 세트가 편중되어 있는 level과 희소

한 level이 생기게 된다.
이 때 재 샘플링(Re-sampling)을 이용한다. 재 샘플링

은 소수 클래스 샘플을 생성하는 오버 샘플링(Over- 
sampling)과 다수 클래스 샘플을 제거하는 언더 샘플링

(Under-sampling)으로 나눈다. 언더 샘플링은 데이터 크

기를 줄이기 때문에 학습 시간 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

지만, 자칫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샘플을 제거해서 

우수하지 못한 모델을 학습할 위험이 있다. 반대로 오버 

샘플링은 데이터 크기를 늘리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늘

어난다는 단점이 있으나, 데이터의 유용한 정보를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어 우수한 모델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오버 샘플링 방법으로는 소수 클래스의 샘플

을 임의로 복제하여 그 수를 늘리는 랜덤 오버 샘플링

(Random Oversampling, ROS) 방법이 존재한다[15]. 
모든 데이터는 학습 시 무작위로 불러오지만, 데이터

의 무작위 호출 시 랜덤 오버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 구역에 가중치(Weight)를 부여

하여 더 많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Fig. 4 DCT energy divided by data frequency characteristics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적인 흐름도는 그림 5에 나타

내었다. 학습하고자하는 데이터세트에 대하여 × 블
록 기반의 DCT 에너지 맵을 구한다. 그리고 나온 × 
크기의 에너지 맵에서의 level을 각 데이터들에 대하여 

구하고 각 level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저장한다. 
전체 데이터 세트에 대하여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온 각 

level별 데이터 개수로 데이터 비율을 구하고 이 비율을 

역수 취하여 가중치로써 사용한다. 이후 네트워크 학습

에 필요한 데이터를 무작위 샘플링 할 때 이 가중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샘플링한다. 이렇게 샘플링을 진행

하면 무작위로 샘플링을 진행하되 데이터의 개수가 작

은 level 일수록 샘플링이 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결과적

으로 네트워크에 전달되는 데이터의 균형이 맞게 된다.

Dataset

 Calculate DCT Energy

...

Weighted Random Sampling 

Train Hologram Generation Network
(GAN Network)

Get weight from 
Each level's average energy

Information of Each level's weight

Fig. 5 Flowchart of hologram generator training stabiliz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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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결과

16×16×16 공간에 대한 데이터 세트들은 표 1과 같은 

파라미터들로 생성되어 학습에 사용되었다. 16×16×16 
공간에 대한 데이터는 총 4,096개로 이루어져있다. 앞 

장에서 제시했던 방법과 같이 블록 단위의 에너지 계산

을 진행하고, 해당 데이터를 분류하면 그림 6(a)와 같이 

분류된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의 불균형은 약 51 : 31 : 
14 : 1로 매우 차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데이터의 무작

위 호출 시 상대적으로 적은 level 3의 데이터에 대해서

는 51만큼의 가중치를, 가장 많은 level 0의 데이터에는 

1의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었다.
제시한 방법으로 균형을 맞추어 학습을 진행한 경우 

학습의 안정화를 보인다. 학습의 완성도를 판별하는 기

준으로는 구조적 유사도 (Structural Similarity, SSIM)를 

사용하였다. level별 SSIM 학습 추이는 그림 6 (b)에, 균
형을 맞추지 않고 기존의 데이터로 학습한 경우의 level
별 SSIM의 정확도 추이는 그림 6 (c)에 나타내었다. 두 

네트워크는 각각 200 에폭까지 학습을 진행하고 추이를 

관찰하였다.

Table. 1 CGH dataset generation condition

CGH Parameter

Hologram pixel pitch 

Size of Hologram Plane ×

Object pitch 

Size of Object Space ××

Distance 
(distance between Hologram and Object) 15 cm

Wavelength 

그림 6 (a)에서 볼 수 있듯이 level 0이 가장 많은 수의 

데이터를, level 3이 가장 적은 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

다. 제안하는 방법을 수행하지 않은 그림 6 (c)를 보면 

level 0과 level 1이 가장 빠르게 학습이 되며 약 SSIM 
0.9까지 학습이 된다. level 2는 level 0과 1에 비해서 학

습속도가 느리지만 최종 SSIM 0.9를 달성하는 것은 같

다. 하지만 level 3의 경우 학습도 느릴 뿐만 아니라 최종 

SSIM 이 0.8이다.
이와 비교하여 그림 6 (b)는 150에폭 이후에는 모두 

0.8 이상의 SSIM을 보인다. 또한 가장 학습이 잘 되지 

않았던 Level 3에 속하는 데이터의 경우 가장 빨리 학습

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학습이 진행될 때 학습

의 정확도 추이가 흔들리는 요동(Fluctuation) 현상이 줄

어든 것으로 학습의 안정도가 높아졌음을 확인 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불안정한 홀로그램 GAN학습을 개선

하기 위하여 홀로그램 데이터의 균형을 맞추고자 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분류 방법을 제안하고 가중치를 통한 

오버 샘플링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

을 제안했다. 본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학습의 안정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확도 또한 전반적으로 빠른 상

승을 보이며 학습의 속도 또한 개선됨을 확인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홀로그램에 국한되는 것이 아

니라 라벨이 존재하지 않는 비지도 학습과 같은 상황의 

데이터의 균형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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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Frequency domain classification of data set 
through 2D DCT, (b) Transition of balanced dataset 
through SSIM, (c) Transition of unbalanced dataset 
through S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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