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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홀로그램(hologram)은 원래 ‘전체’라는 뜻의 그
리스어 ‘holos’와 ‘기록하다’라는 뜻의 ‘gram’이 
합성된 단어로 완전한 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시
각화 방식의 하나로써 CCD 카메라 혹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 기록 및 생성된다[1]. 홀로그램은 객
체에 의해 반사된 파와 참조파 사이의 간섭에 의
한 결과로써, 간섭계의 출력에서 홀로그램 평면 
내의 강도의 분포를 기록하는 것이다[2]. 객체 근
처에서 진폭과 위상의 복소파의 디지털 복원은 
회절 적분의 근사화인 프레넷(Fresnel) 회절에 기
초한다[3]. 디지털 홀로그래피의 응용 분야는 매
우 많은데, 특히 영상 생물학 등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응용분야가 넓어짐에 따라 더 나은 영상 품
질에 요구가 증가하여 노이즈 억제, 고해상도의 
복원 영상, 정밀한 파라미터 조절 그리고 빠른 알

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하다[3]. 이와 같이 다양한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홀로그램을 다루기 
쉬운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
로 디지털 영상신호처리에서는 이를 위해 변환
(transform) 도구를 사용한다. 

Ⅱ. 디지털 홀로그램

그림 1(a)에는 홀로그램을 획득하기 위한 시스
템을 나타냈고, 그림 1(b)에는 복원(재생)하기 위
한 시스템을 나타냈다. 홀로그램은 레이저광을 집
광 렌즈로 평행광을 만들고, 빔분리기를 이용하여 
기준파와 객체파로 분리한다. 객체파는 객체
(Object)에 조사된 후에 반사된 후에 기준파와 간
섭을 이루면서 촬영장치(혹은 필름)에 입사된다. 

입사된 간섭무늬를 프린지 패턴 혹은 홀로그램이
라 한다. 획득된 무늬를 전자적으로 처리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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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implement Frenelet transform for decomposition of the fringe pattern and analyze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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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SLM에 출력하고 여기에 기준파와 동일한 특
성의 평행광을 조사하면 회절광이 발생하여 3차
원 객체를 재생할 수 있게 된다[4]. 그림 1에는 
획득을 위해서 디지털 장치인 CCD 카메라를 사
용한 경우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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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디지털 홀로그림 (a) 기록 (b) 복원

Ⅲ. 프레넬릿 변환

프레넬릿 기저를 만들기 위해, 웨이블릿 기저
에 프레넬 변환을 적용하여 구현한다. 차수의 
B-spline을 위한 식 (1)를 정의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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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스플라인에 프레벨 변환을 결합함으로써 프레
넬릿은 프레넬 변환을 수행하여 구현한다. 웨이블
릿 이론의 다해상도 관계를 프레넬릿 영역으로 전
치한다. 프레넬릿은 식 (2)과 같고, 다해상도의 하위

영역에 대해, 잔차 공간  는 식 (3)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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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결과

구현한 B-스플라인 함수를 이용하여 프레넬릿 
변환을 구현하고 이를 프린지 패턴에 적용한 결
과를 그림 2에 나타냈다. 

(a) (b)

(c) (d)
그림 2. 프레넬릿 변환 결과 (a) (3/1), (b) (5/5), (c) (6/8) 

필터를 사용한 경우, (d) 복원 결과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B-스플라인 함수를 기반
으로하는 프레넬릿 변환을 구현하였고, 효율적으
로 프린지 패턴을 분해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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