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최근에는 디지털 홀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아날로그 방식의 제한적인 부분
과 단점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고
해상도의 홀로그램으로 변환하기 위한 다양한 연
구도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저해상도로부터 고해상도의 디지
털 홀로그램을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얻는 방법
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실험의 구조와 사용된 데
이터 및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 
실험의 구체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
험의 결과에 대해 서술하고, 결론을 5장에서 서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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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해상도 홀로그램 변환

Super resolution 분야에서는 주로 원본 이미지를 
Bicubic 방식을 사용하여 줄이고, 줄어든 이미지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본 이미지와 동일한 크기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이를 기반으로 그림 1과 같
은 실험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원본 홀로그램을 Bicubic 방식으로 사이즈
를 줄인 홀로그램을 생성한다. 여기서 홀로그램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누어 사용하며, 컬러 홀로그
램은 RGB를 분리하여 사용한다. 다음으로 각 쌍을 
이루는 홀로그램들의 같은 위치에서 일부분을 사
용하여 훈련용 데이터 세트로 사용한다. 훈련용 데
이터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훈련시키고, 마지막으
로 훈련된 모델에 낮은 해상도의 홀로그램을 사용
하여 얻은 홀로그램과 원본 홀로그램과의 PSNR 
(Peak Signal-to-noise ratio)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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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을 사용하여 저해상도의 디지털 홀로그램을 고해상도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홀로그램의 크기를 축소한 뒤, 축소된 홀로그램을 분할하여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였다. 생성한 데
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모델을 훈련시켰으며, 31dB 이상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increase the resolution of a digital hologram by using deep 
learning. We reduced the size of holograms for training super-resolution algorithm and created a dataset 
using a subset of them. We trained the network model with the generated dataset and confirmed the 
PSNR over 3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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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훈련 데이터 생성 및 실험 방법

Fig 1. Training data generation and experiment

Ⅲ. 데이터 세트 및 실험 환경

홀로그램 데이터는 JPEC Pleno에서 제공하는 다
양한 방법으로 생성된 홀로그램 데이터를 사용하
였다[1]. 홀로그램의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으로 
OPENCV를 사용하였으며, 네트워크 모델은 RCAN
을 사용하였다[2]. 트레이닝 데이터의 입력 크기는 
 × 이며, 총 1600개의 부분 홀로그램을 학습 
세트로 사용하였다. Iteration은 1600회이고, epoch
은 800이다. 학습 중 검증을 위한 validation set는 
18개의 홀로그램을 사용했으며, Y 채널에서의 
PSNR을 측정하였다.

그림 2. 훈련 오차 및 결과 홀로그램의 PSNR

Fig 2. Training loss and PSNR of resultant 
hologram

Ⅳ. 실험 및 결과

그림 2는 4배의 스케일로 800 epoch까지 네트워
크 모델을 훈련시킨 결과이다. PSNR은 validation 
결과의 평균으로 나타내었으며, 평균적으로 31dB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다. 그림 3은 validation으로 
사용된 홀로그램과 네트워크로 획득한 홀로그램 
중에 레이어 및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생성된 

홀로그램의 각각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타낸 결
과이다.

(a)

(b)

(c)

(d)

그림 3. 홀로그램 SR 결과 (원본, Bicubic, SR) 
(a) 2D 주사위 실수부, (b) 2D 주사위 허수부, (c) 
3D 비너스 실수부, (d) 3D 비너스 허수부

Fig 3. Hologram SR results (original, bicubic, 
SR) (a) 2D dice real, (b) 2D dice imaginary, (c) 
3D Venus real, (d) 3D Venus imaginary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해상도의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기 위하여 딥러닝을 사용해 그 결과를 살펴
보았다. 기존에 SR 분야에서 사용하는 모델을 사
용하여 평균적으로 31dB이상의 정확도를 확인하였
으며, 고해상도의 홀로그램으로 변환하는데 있어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이 유효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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