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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해상도의 홀로그램을 얻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고해상도의 위상 홀로그램을 획득하기 위하여 딥 

러닝 기반의 학습과 복원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한다. 사용된 위상 홀로그램은 보편적인 이미지와 값의 범위가 동일하다. 
SISR(Single Image Super Resolution)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위상 홀로그램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다. 
네트워크로 획득한 홀로그램과 원본 홀로그램의 복원 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과 개선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한다. 

1. 서론

현재 사용되는 디지털 홀로그램의 프린지 패턴은 진폭과 위상 정보
가 포함된 복소 홀로그램이다. 따라서 디스플레이에는 복소 정보를 디스
플레이 할수 있는 공간광변조기(SLM)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기술력
으로 가능한 공간광변조기는 진폭 또는 위상 정보만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단일 위상 공간광변조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위상 홀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 주로 사용되는 위상 홀로그
램을 딥 러닝 네트워크를 통해 해상도를 증가시켰을 때의 결과와 복원시
켰을 때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분석한다. 2장에서는 사용된 홀로그램
과 복원 결과, 일반적인 보간법의 사용이 부적절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
다. 3장에서는 딥 러닝 학습 결과와 복원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4장에
서 결론을 맺는다.

2. 위상 홀로그램(Phase-Only Hologram)

생성할 홀로그램에 필요한 컬러 및 깊이정보와 더불어적인 시야각
을 개선하기 위한 랜덤위상을 사용하여 생성한 위상 홀로그램이 그림 
1(a)와 같다. 그림 1(b)는 생성한 위상 홀로그램의 복원 결과이다. 그림 
2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Bicubic 보간법을 사용하여 홀로그램의 해상
도를 키운 결과이다. 일반적인 보간법으로 해상도를 키우면 그림 2(b)처
럼 복원된 결과의 밝기가 심각하게 낮아지고, 주변에 잔상이 생기면서, 
위상 홀로그램의 위상 정보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일반적인 보간법으로는 고해상도의 위상 홀로그램을 얻는 데 문제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1. 위상 홀로그램 (a) 홀로그램 (b) 복원 결과
Figure 1. Phase-only hologram (a) Hologram (b) 
Reconstruction

(a) (b)
그림 2. 보간법을 사용한 위상 홀로그램 실험 결과 (a) 홀로그램 (b) 복
원결과
Figure 2. Experiment results of phase-only hologram 
using interpolation (a) Hologram (b) Reconstruction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SISR에서 좋은 결과를 보
이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저해상도 홀로그램으로부터 고해상도 홀로
그램을 생성한 것의 결과를 비교하고, 어떠한 연구가 더 필요한지에 대
해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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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및 결과

실험에 사용된 홀로그램 데이터는 MATLAB 기반의 CGH를 통해 
생성한 위상 홀로그램이며, ∼  사이 값을 가지는 이미지와 동일한 
값을 가진다. 생성에 사용된 데이터는 7개의 point cloud로 point 
cloud로부터 시점을 회전시켜가면서 얻은 컬러와 깊이맵을 사용하였다. 
학습에 사용된 네트워크는 AWSRN[1]이며, dataset을 생성할때는 
OpenCV의 Resize 함수를 사용하여 생성하였다. training set은 560
개, validation set은 28개를 사용하였다.

그림 3은 validation set의 복원 결과 중 일부이며, 왼쪽은 원래의 
홀로그램을 사용한 것이고, 오른쪽이 딥 러닝을 사용한 결과이다. 딥러
닝을 사용한 결과가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 기존에 보간법에서 발생한 
밝기 저하 및 잔상이 생기는 문제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b)

(c)

그림 1. 복원 결과 (a) Bunny (b) Cube (c) Dragon 
Figure 1. Reconstruction (a) Bunny (b) Cube (c) Dragon  

표 1은 Cube 홀로그램을 사용한 다양한 방식의 고해상도 변환 결
과의 PSNR을 나타낸다. 홀로그램의 PSNR은 Down scaling 방법에 따
라서 편차가 있고, Bilinear 방법으로 Down scaling한 경우엔 오히려 
몇 가지 보간법보다 딥러닝을 사용한 결과가 낮은 값을 보인다. 하지만, 
복원결과를 확인해보면, 모든 결과에서 딥러닝을 사용한 결과가 월등하
게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own
NN Linear Cubic Lanczos

Up

NN Holo 17.291 22.713 21.019 19.883 
REC 15.806 15.460 15.535 15.523 

Linear Holo 17.240 24.812 22.473 20.708 
REC 15.338 15.202 15.263 15.247 

Cubic Holo 16.689 23.192 20.402 18.962 
REC 15.531 15.259 15.316 15.317 

Lanczos Holo 16.655 22.507 19.849 18.519 
REC 15.434 15.243 15.258 15.264 

AWSRN Holo 26.110 22.499 23.878 24.451 
REC 23.454 19.853 20.699 20.813 

표 1. 학습시간 및 메모리 사용량
Table 2. Learning time and memory usage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고해상도의 위상 홀로그램을 획득하기 위한 이미지 
보간법 및 딥러닝 방법을 사용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위상 홀로그램은 
일반적인 이미지 보간법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를 해
결하고자 딥러닝을 사용한 학습 방법이 개선하는데 유효함을 보였다. 하
지만, 아직 복원결과에서 원래의 밝기보다 줄어드는 것과 복원 결과에 
생기는 잔상은 개선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홀로그램의 
PSNR이 좋으면 복원결과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복원 결과가 
좋게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고해상도 위상 홀로그램의 
복원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상 홀로그램의 고해상도 획득 방법에 딥 러닝을 활용한 연구가 유효함
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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