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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디지털홀로그램비디오콘텐츠를서비스하기위해압축부호화기술이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기존의 2차원압축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홀로그램 비디오를 압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다양한 변환 및 압축 파라미터의 최적의

압축효율을가지는 값을도출하는것이다. 디지털홀로그램데이터는화소 간의상관성이거의없기 때문에 2차원 압축기술

을 적용 시 압축 효율이 좋지 않다. 따라서 도메인 변환을 통해 화소 간의 상관성을 높인 후 압축을 한다. 도메인 변환 후

다양한변환레벨별로 디지털홀로그램 시퀀스를생성하고 2차원 압축기술의 다양한파라미터를변경해가면서최적의효율

을 가지는 파라미터 값을 도출한다.

1. 서론

최근 가상현실(Virtual realit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궁극적

인 3차원 영상으로 간주되는디지털홀로그램(Digital Hologram, DH)

에 대한 연구 또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디지털 홀로

그램에 대한연구는디지털 홀로그램을획득 및생성과 디스플레이 하

는분야에집중되어왔고, 디지털홀로그램콘텐츠를서비스하는연구

는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덜하였다. 본 논문은 디지털 홀로그램 콘텐츠

를 서비스하기 위해 도메인 변환과 2차원 압축 기술 중 가장 최근에

표준화 된 H.265/HEVC (HEVC)[1]를 이용하여압축부호화하는방법

을제안하고도메인변환과 2차원압축 기술의 파라미터들을고려하여

최적의 압축 효율을 가지는 파라미터 값을 찾는다. 본 논문은 2장에서

는 도메인 변환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디지털 홀로그램 데이터

압축 방법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보이고 5장에서는 결론

을 맺는다.

2. 도메인 변환

본논문은 2차원압축기술을이용하여디지털홀로그램데이터를

압축한다. 디지털 홀로그램 데이터는 화소간의 상관성이 없기 때문에

2차원 압축 기술로 압축 시에 압축 효율이 매우 낮다. 따라서 화소 간

의 상관성을 높이기 위해 도메인 변환을 거쳐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도메인 변환중 2차원 이산코사인변환(2-Dimension Discrete

Cosine Trasform, 2DDCT), 프레넬 변환 (Fresnel Transform, FT),

프레넬릿 변환(Fresnelet Transform, FLT)를 고려한다. 식 (1)부터

(4)까지는 세 변환의 식으로 식 (1)은 2DDCT, 식 (2)는 FT, 식 (3)과

(4)는 FLT의 식이다. FLT는 FT에 DWT(Discrete wavelet

transform)의 저대역 필터와 고대역 필터를 적용한 변환이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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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의 입력 화소 값은  이고 출력 화소 값은 

이다. 식 (2)의 와 는 디지털홀로그램의가로방향과세로방향

화소크기, 와 는 프레넬평면의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의 화소

크기, 는 디지털 홀로그램 평면과 프레넬 평면과의 거리, 는 사용

한빛의파장을각각나타낸다. 이 식에서디지털홀로그램의해상도는

×이다. 식 (3)과 (4)의 는 DWT 필터를 나타낸다.

3. 디지털 홀로그램 데이터 압축 방법

본논문에서는도메인변환과 2차원압축기술을이용하여디지털

홀로그램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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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디지털 홀로그램 데이터 압축 방법

그림 1과 같이 적용할 도메인 변환에 따라서 디지털 홀로그램을

분할한다. 2DDCT와 FT의 경우, 디지털 홀로그램을 원 홀로그램, 원

홀로그램의 가로와 세로를 각각 1/2. 1/4, 1/16으로 분할 한 후 분할된

부분 디지털 홀로그램에 도메인 변환을 독립적으로 적용한다. FLT의

경우, 도메인 변환을 거친 후 부대역 별로 디지털 홀로그램을 1-레벨

부터 3-레벨 까지 나눈다.

분할 DH를 2차원 압축 기술에 적용하기 위해서 시퀀스를 형성하

여야한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퀀스 형성 방법이다. FT

와 2DDCT는 원 홀로그램 전체 크기로 보내는 경우, 디지털 홀로그램

비디오 프레임 순서대로 시퀀스를 형성하고 분할 DH의 경우, 그림 2

(b)와 같이 분할된 디지털 홀로그램끼리 독립적으로 시퀀스를 형성한

다. FLT의 경우, 부대역 별로 분할된 부분 DH끼리 디지털 홀로그램

비디오 프레임 순서에 따라 독립적으로 시퀀스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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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퀀스형성 방법 : (a) 원 홀로그램 전체크기로 보내는경우

(2DDCT, FT) (b) 분할 홀로그램을 보내는경우 (2DDCT, FT,FLT)

분할된 디지털 홀로그램 시퀀스는 시퀀스 별로 독립적으로 압축

부호화 된다.

압축부호화시, 최적의압축효율을위해디지털홀로그램비디오

에 최적화 된 압축 파라미터 값을 찾는다. 다양한 2차원 압축 기술의

압축 파라미터 중 CTU(Coding Tree Unit), 압축 모드,

GOP(Group-of-Picture) 크기를 고려한다.

4. 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한 디지털 홀로그램은 광원과 깊이정보의 원 비디오

데이터를 CGH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디지털 홀로그램의 해상도는

1,024⨯1,024이며 파장은 633 [nm], pixel pitch는 10.4⨯10.4 [m]를
사용하였다. 표 1은 실험에 사용한 다양한 파라미터를 나타내었다.

process parameter value

Transform

2DDCT and Fresnel

Transform

1,024×1,024 -

128×128

Fresnel transform level 1 - 3 level

HEVC

CTU size 64×64 - 16×16

Mode

Low-delay GOP 4, 8

Random

access
GOP 4, 8

Compression ratio 100:1 – 1000:1

표 1 실험에 사용한 파라미터

그림 3은 표 1의 파라미터들을 고려하여 각 변환 별로 가장 최적

의 압축효율을 보이는 파라미터들을 사용해 압축한 결과이다. 압축률

100:1부터 1000:1 까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변환 파라미터의 경우 2DDCT와 FT에서는 원 디지털 홀로그램

영상 크기로 압축 하였을 때 압축 효율이 가장 좋았으며 FLT에서는

1-레벨에서 가장 압축 효율이 좋았다. 압축 파라미터는 세 변환 모두

CTU 크기 64⨯64, 임의 접근 방식의 GOP 4 일 때, 최적의 압축 효율
을 보였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세 변환 중 최적의 압축 효율을

가지는 변환은 프레넬 변환이었다.

그림 3 각 변환 방법 별 최적의 압축 조건에서의 복원

영상의 압축률 대비 화질 비교

또한 표 1의 파라미터들에 따른 변환 및 인코딩 시간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4는 변환 파라미터인 변환 레벨에 따른 변환

353



2016년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하계학술대회

(a)

(b)

(c)

(d)

그림 5 변환 단위 크기 별 압축률에 따른 인코딩 시간 (a) 1,024⨯
1,024 (b) 512⨯512 (c) 256⨯256 (d) 128⨯128

(a)

(b)

(c)

그림 6 CTU 크기 별 압축률에 따른 인코딩 시간 (a) 64⨯64 (b) 32
⨯32 (c) 16⨯16

시간을 나타내었다.

그림 4 변환 레벨에 따른 각 변환 방법 별 변환 시간

2DDCT가 다른 변환에 비해 수행시간이 가장 길고 변환 단위의

크기가 줄어들수록 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FLT는 그와 다르게변환단위의크기가 줄어들수록수행시간이더늘

어남을 확인할 수있는데레벨이 올라갈수록 DWT 진행시간이늘어

남에따라 전체적인수행시간이늘어남을알 수있다. FT는 변환단위

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을 유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H.265/HEVC의 압축률에 따라 각 파라미터 별 인코딩

시간을비교하였다. 그림 5는 변환단위크기별인코딩시간을 나타내

었다.

그림 5에서는 압축률이 증가할수록 인코딩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

을볼 수있다. 압축률이증가할수록 H.265/HEVC의무 손실부호화인

CAVAC(Context-based adaptive binary arithmetic coding)의 수행

시간이 줄어드는것이원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2DDCT의 수행시간이

가장 적었으며 FT와 FLT의 경우 저 압축률에서는 FT의 시간이 더

적었으나 고 압축률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그림 3에서구한 최적의 변환단위에서의압축 파라미터

인 CTU 크기에 따른 압축률 대비 인코딩 시간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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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7 압축모드와 GOP 크기별 압축률에따른인코딩시간 (a) 저

지연 모드, GOP4 (b) 임의 접근 모드, GOP 4 (c) 임의 접근 모드,

GOP 8

그림 6을 보면 CTU 크기가 작을수록 수행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있다. 이는 CTU의 크기가 클수록수행해야할 예측 크기의양이

증가함으로 당연한 결과임을 확인 할 수 있다. 2DDCT에서 수행시간

이 가장 적었으며 FT와 FLT는 저 압축률에서는 FLT의 수행시간이

더 길지만 고 압축률에서는 FT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림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7에서는 그림 4에서 구한 최적의 변환 단위와

CTU 크기에서 압축 모드와 GOP 크기에 따른 인코딩 시간을 나타내

었다.

그림 7을보면모든변환방법에서임의접근모드가저지연모드

보다 수행시간이 더 적었으며 임의 접근 모드 GOP 8이 가장 적은 수

행시간을 보였다. 변환 별로 2DDCT가 수행시간이 가장 적었으며 FT

와 FLT는 유사한 수행시간을 보였지만 저 압축률에서는 FLT가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고 압축률에서는 FT가 FLT 보다 수행시간이

더 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 7에서 2DDCT의 인코딩 시간이 가장 낮음을 확인할수

있었고 같은 최적의 압축 조건에서 고려한 시간임을 가정 하였을 때

저 압축률에서는 FT가 FLT 보다 적은 수행 시간을 보였으나 600:1

이상에서는 FLT의 수행시간이 FT 보다 더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논문에서는 도메인변환과 2차원 압축기술인 HEVC를 이용하

여 디지털 홀로그램 비디오를압축하는 방법을제안하였다. 다양한도

메인 변환 중 2DDCT, 프레넬 변환, 프레넬릿 변환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변환 및 압축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최적의

압축효율을지니는변환과파라미터값을도출하였다. 또한 각파라미

터 별 인코딩 시간 측정을 통해 압축효율과 인코딩 시간을 조절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고화질의 디지털 홀로그램을 서비스

할 때 데이터압축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

다. 특히 제안한 방법은 2차원 동영상 압축 기술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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