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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홀로그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압축하기 위한 디지털 홀로그래픽 데이터 코덱 기술 분석 및 개발을 소개한다. 먼저, 
JPEG Pleno에서 제공하는 홀로그램 표준 데이터세트의 생성방법과 데이터의 특성을 소개한다. 이산 웨이블릿 변환과 이산 코사인 변
환을 이용하여 홀로그램 생성방법에 따른 에너지 집중도를 분석한다. 균일 양자화와 비균일 양자화를 적용시켜 홀로그램 생성방법에
따른 양자화 효율을 분석한다. 변환과 양자화 실험을 통해 홀로그램 생성방법에 맞는 변환기법 양자화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표
준 압축 코덱인 JPEG, JPEG2000, AVC/H.264, HEVC/H.265를 이용해 홀로그램을 압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the analysis and development of digital holographic data codec technology to effectively compress 
hologram data. First, the generation method and data characteristics of the hologram standard data set provided by JPEG Pleno are 
introduced. We analyze energy compaction according to hologram generation method using discrete wavelet transform and discrete 
cosine transform. The quantization efficiency according to the hologram generation method is analyzed by applying uniform 
quantization and non-uniform quantization. We propose a transformation method quantization method suitable for hologram 
generation method through transform and quantization experiments. Finally, holograms are compressed using standard compression 
codecs such as JPEG, JPEG2000, AVC/H.264 and HEVC/H.265 and the results a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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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홀로그래피는 1948년 Gabor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고
[1], 3차원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아날로그 홀로그래피는 특수

한 재료로 만들어진 홀로그램 필름에 3차원 정보를 기록하

고, 필름을 현상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현대의 멀티미디어 서

비스를 위한 용도로는 다소 제한적인 기술이다[2]. 최근 아날

로그 방식의 단점은 극복하면서 홀로그램의 3차원 복원 능

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방식의 홀로그램 기술에

대한 연구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3]. 
홀로그램을 멀티미디어로써 이용하기 위해서는 홀로그

램을 처리하는 다양한 기술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디지털 홀로그램 신호처리(digital hologram signal 
processing)라고 한다[4]. 홀로그램 신호처리는 크게 홀로그

램의 압축과 렌더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홀로그램 압축 기

술에는 정지 홀로그램 압축[5-8]과 비디오 홀로그램 압축[9-12]

이 포함된다. 현재 JPEG Pleno에서는 정지 홀로그램에 대한

압축의 표준화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13]. 홀로그램 렌더링

기술에는 홀로그램 생성, 편집, 보간 그리고 개선이 포함될

수 있다. 홀로그램은 광학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촬영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 생성할 수도 있다. 홀로그

램을 생성하는 기술은 대표적으로 레이어[14,15], 포인터 클라

우드[16,17] 그리고 매쉬 기반[18,19]의 방법이 있다. 홀로그램

렌더링 기술은 해상도 변환, 화면 비율 변환, 시청거리 변환, 
그리고 프레임율 변환 등이 포함된다[20-22] 홀로그램 개선 기

술에는 홀로그램 화질 개선[23,24], 시야각 개선[25,26] 그리고

스페클 잡음의 제거[27,28] 등이 포함된다. 
홀로그램은 다양한 방법과 특성으로 촬영되거나 생성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연구자들은 각자가 선호하는

형태의 홀로그램을 다루어왔기 때문에 각 연구 결과들 간의

정량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은 홀로그램 및 광학

분야에 대한 특수성으로 이해되어 왔다. 최근 JPEG Pleno에
서 정지 홀로그램의 압축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면서 이러

한 상황에 다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술 표준화의 첫 번

째 단계는 그 기술을 적용할 데이터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
와 마찬가지로 홀로그램 압축을 위한 표준화 과정에서도 압

축 표준 기술을 적용할 홀로그램 데이터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데이터의 표준화가 선행되면서 관

련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공통된 데이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현재 JPEG Pleno에서 선정하고 있는 데

이터들에 대한 소개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홀

로그램 압축과 렌더링을 신호처리의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

서는 이 데이터들의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JPEG Pleno에서 압축 기술을 적용하

고 평가하기 위해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 세트들에 대해 소

개하고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JPEG 
Pleno의 데이터 세트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복원 결과를 살

펴본다. 3장에서는 이 데이터 세트들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

다.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주파수 변환, 양자화, 그리고

압축 기술들이 이용된다. 주파수 변환 도구에는 DCT(dis-
crete cosine transform)과 DWT(discrete wavelet transform)
을 이용한다. 복소 홀로그램에 균일 및 비균일 양자화를 적

용하고, 2차원 영상을 압축하기 위한 표준 코덱을 데이터

세트들에 적용한다. 4장에서는 복소 홀로그램에 주파수 변

환, 양자화 및 압축 기술들을 적용한 결과를 보이고,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디지털 홀로그램 데이터 세트

본 연구에서는 JPEG Pleno에서 제공하는 홀로그래피 데

이터세트를 사용한다. JPEG Pleno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연

구 목적으로 여러 학술 기관 및 회사에서 공개한 다양한

데이터세트들이 등록되어 있다.
총 3가지의 데이터 세트가 있으며, mat 파일 형식으로 데

이터, 크기 정보, 픽셀크기, 참조파의 파장, 그리고 복원 거

리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 ERC interfere의
데이터세트는 3D 레이어 또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하

여 생성된 홀로그램들이다. 2D 홀로그램은 레이어 정보를

사용하여 생성한 홀로그램이고, 3D 홀로그램은 포인트 클

라우드를 사용하여 생성한 홀로그램이다. 2D Multi의 생성

에 사용된 이미지는 3D 멀티 홀로그램을 위해 사용된 포인

트 클라우드에서 생성된 것이다. 그림 1은 ERC interfere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복원한 결과들이다. 
그림 1에서참조파의 파장은 전부 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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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그림 1. ERC interfere 데이터 세트를 이용한 복원 결과 (a) 2D Dice, (b) 
2D Multi, (c) 3D Multi, (d) 3D Venus, (e) 3D Cat
Fig. 1. Reconstruction result using ERC interfere data set (a) 2D Dice, 
(b) 2D Multi, (c) 3D Multi, (d) 3D Venus, (e) 3D Cat

2D Dices, 2D Multi, 3D Multi, 그리고 3D Venus의 홀로그

램의 크기는  × , 픽셀크기는 로 동일하다. 
복원거리는 2D Dices는 이고, 그 외에는 이다. 
2D Multi와 3D Multi의 복원거리를  , 로 변경

하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주사위에 초점이 맺히도록 복

원 할 수 있다. 3D Cat의 홀로그램 크기는  ×  이

며, 픽셀크기와 복원거리는 와 이다.
B-COM 데이터 세트는 Institute of Research & Te- 

chnology (IRT) b-com에 의해 생성된 컬러 홀로그램이다. 
해당데이터 세트의 대부분에 다시점 및깊이 영상이 사용

되었다. 그중에 발레 및 브레이크댄서는 Microsoft Re- 
search의 Interactive Visual Media 그룹에서 생성한 데이터

가사용되었다. 그림 2는 B-COM 데이터세트중 1080p 데이

터 세트로 제공된 홀로그램을 사용하여 복원한 결과들이다.

(a) (b)

(c) (d)

그림 2. B-COM 데이터세트를이용한복원결과 (a) 발레1080p, (b) 브레이
크댄서1080p, (c) 주사위1080p, (d) 피아노1080p
Fig. 2. Reconstruction result using B-COM data set (a) Ballet1080p, 
(b) Breakdancers1080p, (c) Dices1080p, (d) Piano1080p

1080p 데이터 세트들은  ×   의 크기로 생성한

홀로그램들이다. RGB의 파장은  ,  , 그리고

로 동일하며, 실수부/허수부 또는 진폭/위상의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 중에 실수부/허수부로 된 데이터를 사

용하여 복원하였다.

(a) (b) (c) (d)

  그림 3. UBI EmergIMG 데이터 세트를 이용한 복원 결과 (a)우주 비행사, (b) 자동차, (c) 체스, (d) 해골
  Fig. 3. Reconstruction result using UBI EmergIMG data set (a) Astronaut, (b) Car, (c) Chess, (d) Sk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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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UBI(Universidade da Beira Interior) Emerg- 
IMG의 데이터세트에는 홀로그래피 및 포인트 클라우드 데

이터가 제공되고 있다.   미만의 복원 거리 및 

이하의 픽셀크기로 정의되어있으며, 다른 데이터 세트에

비하여 파라미터 값이 비교적 작다. 그림 3은 UBI Emerg- 

IMG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복원한 결과들이다.
앞에서 설명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2D Multi와 3D Multi, 그리고 Dices1080p에 대한

데이터 분포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2D Multi와 3D Multi에서 Dices1080p에 비하여조금 더

(a)

(b)

(c)

(d)

그림 4. 실험에사용된홀로그램의히스토그램 (a) 2D 멀티의실수및허수, (b) 3D 멀티의실수및허수, (c) 주사위1080p RGB성분의실수, (d) 주사위1080p 
RGB 성분의 허수
Fig. 4. Histograms of holograms used in the experiment;  real and imaginary of  (a) 2D Multi, (b) 3D Multi, (c) real of RGB in Dices1080p, 
(d) imaginary of RGB in Dices108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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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만한곡선을 그리는 가우시안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 
Dices1080p는 분포의넓이가 2D Multi와 3D Multi보단넓

지만, 대부분의 픽셀 값이 0에 근사하게 분포하는 것이 확

인되었다.

III. 디지털 홀로그램 특성 분석

1. 변환

홀로그램에 DCT와 DWT를 수행하고, 변환후주파수 영

역에서 에너지 집중도를 분석하여 변환 도구에 대한 효율

성을 분석한다. 홀로그램의 위상 값은 공간적인 상관도가

낮으므로 실수와허수로 표현된 홀로그램 데이터를 이용한

다. DCT는 전역 변환보다는 지역 변환에 대해서 더 좋은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작은 블록 단위로 나누어서 변환

을 수행하는 것이 에너지 집중도의 효율성이 우수하다. 따
라서 본 실험에서는 전체 홀로그램을 8×8에서 64×64의 블

록 크기로 분리하면서 변환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홀로

그램 공간영역을 8×8블록 단위로 나눈다. 각 블록의 동일

좌표의 에너지를 더해 하나의 블록으로 나타낸다. 다음 식

(1)은 블록의 크기가 ×일 때입력 블록좌표의 DCT 계

수와 전체블록 수 에 대한 에너지 에 대

한 식이다. 

  
  




 




  




 (1)

모든 블록에 대한 동일 좌표의 에너지를 합하여 공간

주파수 계수의 개수에 따른 에너지 집중도를 산출하였다. 
다음 그림 5는 8×8 블록단위 DCT 에너지 계산의 예시이

다.
웨이블릿 필터로는 크게 7가지 웨이블릿군에 총 76개의

필터를 사용하였다. Haar필터는 가장 간단한 웨이블릿 필

터로 계단함수로 나타난다. Haar필터는 Daubechies 1필터

와 동일하다. Daubechies필터는직교성 웨이블릿형태이다. 
웨이블릿군에서 필터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웨이블릿

필터는 신호의 분해와 복원을 위한 두 가지 웨이블릿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Haar 웨이블릿의 경우 경

계 정보를 추출하는 특성을갖는다. 직교성을갖는 Daube- 
chies 웨이블릿은 이산 웨이블릿 분석이 가능하게 한 초기의

함수이다. 또한, Bi-Orthogonal과 Reverse Bi-Orthogonal 웨
이블릿은 다양한 신호처리 및 영상 압축에 주로 사용된다. 
Coiflet 웨이블릿에서 웨이블릿 함수는 0과 같은 개의

모멘트를갖고, 스케일링 함수는 0과 같은     모멘트

를갖는다. 두함수는     의 지지집합(support)를갖는

다. Morlet은 스케일링 함수가 없는 특성을 갖는다. Maxi- 
can Hat도 스케일링 함수가 없는데, 가우시안 확률밀도 함

수의 2차 미분 함수에 비례하는 함수로부터 유도된다. 
Symlets 웨이블릿은 Daubechies 계열을 수정하여 만든 것

으로 대칭성을갖는 필터이다. Meyer 웨이블릿과 스케일링

함수는 주파수 영역에서 정의되는 특성을 갖는다. 본 논문

에서는 총 7가지 필터 군에서 계수의숫자에 따라 70여 가

지의 필터의 종류가 세부적으로 나뉜다[30]. 

그림 5. 8×8 블록단위 DCT 에너지 계산
Fig. 5. 8×8 Block based DCT energy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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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T는 공간 주파수 계수의 개수에 따른 에너지 집중도를

산출한다. 에너지 집중도는 10%~90%로 나누어서 구하였

고, 가장 작은 개수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집중시킬수 있는

필터를탐색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로, 70
여개의 필터중 대표적인 특성을 가지는 필터 두 가지만을

본절에삽입하였다. 첫 번째로, Bi-orthogonal (3,3) 필터는

저주파 영역의 에너지를 모으는 필터이다. 두 번째로, 
Reverse Bi-orthogonal (3,3) 필터는 고주파 영역의 에너지

를 모으는 필터이다. 그림 7과 그림 8에 선별된 필터의 계

수를 정리하였다.
DWT는 Quad-Tree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각부대역의

에너지를 하나의 에너지 블록으로 표현한다. 다음 식(2)는

 레벨 DWT의부대역의 크기가 ×일 때입력 DWT

부대역의 계수 와 대한 에너지 에 대한 식

이다.

  
  





  





 




 



 (2)

다음 그림 7은 전체부대역의 개수가 2 레벨 DWT 부대

역의 크기가 ×일 때 DWT 에너지 계산의 예시다.

그림 7. 2 레벨 DWT 에너지 계산
Fig. 7. 2 Level DWT energy Calculation

2. 양자화

양자화란연속적인 진폭을갖는 홀로그램 신호를 이산진

폭으로 근사화하는 과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홀로그램 화

소 하나만 고려하는 스칼라 양자화기를 사용하였다. 사용

된 스칼라 양자화 방법은 균일 양자화기와 비균일 양자화

기이다. 비균일 양자화기에는 A-Law와 μ-Law 방식을 사용

하였다. 모든양자화는 1 비트부터 8 비트까지 8가지의 스

텝크기를 사용했다.

(a) (b)

(c) (d)

그림 6. 선별된 필터 계수 (a) Bi-Orthogonal 저역통과필터, (b) Bi-Orthogonal 고역통과필터, (c) Reverse Bi-Orthogonal 저역통과필터, (d) Reverse 
Bi-Orthogonal 고역통과필터
Fig. 6. Filter coefficient (a) Bi-Orthogonal Low pass filter, (b) Bi-Orthogonal high pass filter, (c) Reverse Bi-Orthogonal Low pass filter, (d) Reverse 
Bi-Orthogonal high pass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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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 스칼라는 양자화기는 각 레벨을 균일한 크기로 나

눈다. 식 (3)은 입력데이터()에 대한 균일 스칼라 양자화

결과()에 대한 식이다. 여기서 Q는 입력데이터의 동적

범위(dynamic range)를 스텝크기로 나눈 값이다[30].  

  ⌊⌋ (3)

그림 8의 그래프는 -1~1 범위의 데이터를 3 비트와 6 비
트의 스텝크기로 균일 스칼라 양자화를 진행한 예시이다.

그림 8. 균일 스칼라 양자화기 예시
Fig. 8. uniform scalar quantization example

비균일 스칼라 양자화는값의 분포가큰곳을 더 세밀하

게 근사화 시키기 때문에 균일 스칼라 양자화에 비해값의

손실이 적다. 따라서 홀로그램 데이터는 비균일 스칼라 양

자화를 적용했을 때 균일 스칼라 양자화기보다 개선된 결

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예상된다. 비균일 스칼라양자화기는

신호의 압축, 양자화 레벨 분할, 그리고 원 신호범위로 복

원의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식 (4)은 A-Law 비균일 스칼라 양자화에서 신호를 압축

하는 단계인 압축기(compressor)에 대한 수식이다. 는

압축기의 결과를 나타내고, 는 입력 데이터를 나타낸다. 
A는 A-Law 비균일 스칼라 양자화기의 파라미터이다. A는

실험적으로 구해진 87.6으로설정했다. A가 1일 때 A-Law 
비균일 스칼라 양자화기의 결과는 균일 스칼라 양자화기와

동일하다[30].

 










ln for  

lnln for ≥ 
(4)

식 (5)는 A-Law 비균일 스칼라 양자화에서 원래 신호범

위로 복원시키는 단계인 신장기(expander)에 대한 수식이

다. 는 신장기의 결과를 나타내고, 는 압축된 신호

의 균일 스칼라 양자화 결과이다[30]. 

 








ln for  ln

ln
(5)

양자화 결과의 부호는 입력 값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그림 9의 그래프는 -1~1 범위의 데이터를 3 비트와 6 비

트의 스텝크기로 A-Law 비균일 스칼라 양자화를 진행한

예시이다. 
식 (6)은 μ-Law 비균일 스칼라 양자화의 압축기에 대한

(a) (b)

그림 9. A-Law 방식의 비균일 양자화기 예시 (a) 압축기, (b) 신장기
Fig. 9. A-law non-uniform scalar quantization example (a) compressor (b) exp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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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이다. 는 압축기의 결과이고, 는 입력 데이터를

나타낸다. μ는 μ-Law 비균일 스칼라 양자화기 파라미터이

다. μ값은 실험적으로 구해진 255로 설정했다. μ가 0일 때

μ-Law 비균일 스칼라 양자화의 결과는 균일 스칼라 양자화

기와 동일하다[31].

 lnln (6)

식 (7)는 μ-Law 비균일 스칼라 양자화의 신장기에 대한

수식이다. 는 신장기의 결과를 나타내고, 는 압축된

신호의 균일 스칼라 양자화 결과이다[3]. 

  (7)

그림 10의 그래프는 -1~1 범위의 데이터를 3 비트와 6 
비트의 스텝크기로 μ-Law 비균일 스칼라 양자화를 진행한

예시이다. 

(a) (b)

그림 10. μ-Law방식의 비균일 양자화기 (a) 압축기 (b) 신장기
Fig. 10. μ-law non-uniform scalar quantization example (a) compressor 
(b) expander

3. 표준 코덱

본 논문에서는 JPEG, JPEG2000, AVC Intra 및 HEVC 
Intra 압축 코덱을 사용한다[8]. JPEG과 JPEG2000은 정지영

상 압축 표준 코덱이며, AVC와 HEVC는 동영상 압축 표준

코덱이다. AVC와 HEVC는 Intra 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디오 압축보다 한 장의 영상에 대한 압축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각각의 코덱은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파라미터가존재한다. 이는 압축 코덱들의 성능 비교를 함

에 있어 유사한 실험환경이라 할지라도 다른 결과를 만들

어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다음 표 1은 각각의 압축

코덱에 따른 파라미터 지정이다.

Codec Input Compression ratio control

JPEG RGB Quality factor

JPEG2000 RGB Compression Ratio

AVC YUV Quantization 
Parameter CU Size 

HEVC YUV

표 1. 표준 코덱에 따른 파라미터
Table 1. Parameter according to standard codec

JPEG의 Quality factor는 0~100의 값을 가지며 100에 가

까워질수록 원본 영상에 가까운 화질을 얻을 수 있다. 
JPEG2000은 직접 압축률을 조정한다. AVC와 HEVC는
CU Size는부호화 블록의 크기로 64×64로 고정하였다. QP 
(Quantization Parameter)는 0~51까지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워질수록 원본 영상에 가까운 화질을 얻을 수 있다. 
홀로그램은 복소 값을 같이 때문에 실수와 허수를 따로

압축하였으며 또한 부동소수점 형태를 가지므로 8 비트의

정수형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각각의 코덱이 서로 다른 압

축 방식을 가지므로 코덱간의 성능 비교를 위해 bps(bit per 
sample) 당 PSNR를 이용하였다. PSNR계산은 다음 3 가지

를 수행하였고 실수와 허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부동소수점 홀로그램

․정규화 홀로그램

․복원거리에서의 홀로그램

2D Multi와 3D Multi의 경우 단일채널 영상이기 때문에

JPEG과 JPEG2000은 R성분에만 AVC와 HEVC는 Y성분

에만넣어 압축하였다. Dices1080p은 RGB와 YUV 3개채
널을독립적으로 압축하는 방식과 한꺼번에 압축하는 방식

두가지를 사용하였다. 다음 그림 11에 각 홀로그램에 대한

압축 순서도록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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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험 결과

실험은 총 3 가지를 진행 하였다. 홀로그램에 DCT와
DWT를 적용하여 주파수 영역에서의 에너지집중도를 분석

하여 변환 도구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균일 양

자화와 비 균일 양자화인 A-Law와 μ-Law를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준 코덱을 사용하여 홀

로그램 데이터를 직접 부호화 및 복호화를 진행하였다

1. 변환에 대한 실험 결과

그림 12는 Bi-Orthogonal (1, 1) 필터의 에너지 집중도이

그림 12. Bi-Orthogonal (1, 1) 필터의 에너지 집중도
Fig. 12. Bi-Orthogonal (1, 1) filter energy compaction

다. 4~6 레벨까지 진행하였고 평균을 취하였고 컬러 홀로

그램의 경우 레벨의 평균과 RGB성분의 평균값으로 하였

다.
2D Multi의 경우 90%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3.83%가

필요하지만, 동일조건에서 3D Multi의 경우 13.01%가 필

요하다. Dices1080p의 경우 87.90%로 에너지 집중도가 매

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에너지가 한곳에 집중되지 않

고, 고르게퍼져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이러한 에너

지 집중도의 정량적 결과를 보면 위 필터는 무작위 위상

값으로 생성한 홀로그램을 압축하기 적절한 도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림 13은 Reverse Bi-Orthogonal (3, 3) 필터의 에너지

그림 13. Reverse Bi-Orthogonal (3, 3) 필터의 에너지 집중도
Fig. 13. Reverse Bi-Orthogonal (3, 3) filter energy compaction

(a)

(b)

그림 11. 홀로그램 부호화 및 복호화 순서도 (a) 2D Multi, 3D Multi, Dices1080p 단채널 (b) Dices1080p 다채널
Fig. 11. Hologram encoding and decoding flowchart (a) 2D Multi, 3D Multi, Dices1080p single channel (b) Dices1080p multi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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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도를 삽입 하였다.
2D Multi와 3D Multi의 경우 90%의 에너지를얻기 위해

20%가 필요하다. 동일조건에서 Dices1080p의 경우 10.36 
%로 에너지 Bi-Orthogonal (1, 1) 필터에 비해 매우 높은

에너지 집중도를 가진다. 이 정량적 결과는 Reverse 
Bi-Orthogonal (3, 3) 필터가 무작위 위상이 포함된 홀로그

램을 압축하기 알맞은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4는 DCT의 에너지 집중도 이며 8×8에서

64×64의 변환블록의 평균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14. DCT 에너지 집중도
Fig. 14. DCT energy compaction

2D Multi의 경우 90%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9% 3D 
Multi는 10%가 필요하다. Reverse Bi-Orthogonal (3, 3) 보
다는 높지만 Bi-Orthothogonal(1, 1)보다는낮은 특성을 보

여준다. Dices1080p는 Bi-Orthogonal(1, 1) 과 같이 매우낮

은 에너지 집중을 보여준다.Bi-Orthogonal(1 ,1) 필터와

DCT는 저주파를 집중시키고, Reverse Bi-Orthogonal(3, 3)
필터는 고주파를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결과

로 홀로그램 생성방법에 따라 에너지 집중도의 차이를 확

인 할 수 있었고, 생성방법에 따라 다른 필터를 선택해야함

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15는 4 레벨 DWT Bi-Orthogonal (1, 1)에 대

한 결과이다. 2D Multi와 3D Multi의 실수와 Dices1080p의
R 성분의 실수 결과를삽입하였다. 그림 16은 Reverse-Bi- 
Orthogonal(3, 3)필터 결과이고, 그림 17는 64×64 블록 단

위 DCT 결과이다.

(a) (b) (c)

그림 15. Bi-Orthogonal(1, 1) 결과 (a) 2D Multi, (b) 3D Multi, (c) 
Dices1080p 
Fig. 15. Bi-Orthogonal (1, 1) results (a) 2D Multi, (b) 3D Multi, (c) Dices 
1080p

(a) (b) (c)

그림 16. Reverse Bi-Orthogonal(3, 3) 결과 (a) 2D Multi, (b) 3D Multi, 
(c) Dices1080p 
Fig. 16. Reverse Bi-Orthogonal (3, 3) results (a) 2D Multi, (b) 3D Multi, 
(c) Dices 1080p

(a) (b) (c)

그림 17. 64×64 블록 단위 DCT 결과 (a) 2D Multi, (b) 3D Multi, (c) 
Dices1080p
Fig. 17. 64×64 block based DCT results  (a) 2D Multi, (b) 3D Multi, 
(c) Dices 1080p

2. 양자화에 대한 특성 분석

그림 18 및 19는 2D Multi와 Dices1080p을 스칼라 양자

화 하여 복원시킨영상이다. 양자화 스텝크기는 대표적으로

1비트와 8비트를 사용했다. 8비트와 1비트는 실험에서 사용

한 스텝크기의 최대치와 최소치이다. 3D Multi의 양자화 실

험도 진행했지만 2D Multi와 결과가유사하므로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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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의 양자화 결과와 양자화 된 홀로그램을 복원한

영상의 PSNR측정을 진행했다. 그림 20은 양자화 결과 영

상의 PSNR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림 20(a)는 양자화된

홀로그램에 대한 그래프이고 그림(b)는 양자화된 홀로그램

을 복원한 영상에 대한 그래프이다.

그림 20의 결과로 홀로그램에 균일 양자화기와 비균일

양자화기를 적용했을 때, Multi 2D와 Multi 3D에서는 비균

일 스칼라 양자화기가 균일 스칼라 양자화기보다 대체적으

로 좋았으며 최대 10dB 높은 PSNR을 보였다. 이 결과와

반대로 Dices 1080p는 최소 10dB에서 최대 20dB 까지 균

(a) (b) (c)

(d) (e) (d)

그림 18. 양자화 된 Multi 2D를 복원한 홀로그램의 진폭영상 (a) 1비트 균일 양자화 영상, (b) 8비트 균일양자화영상, (c) 1비트 A-Law 비균일양자화영상, 
(d) 8비트 A-Law 비균일 양자화 영상, (e) 1비트 μ-Law 비균일 양자화 영상, (f) 8비트 μ-Law 비균일 양자화 영상
Fig. 18. Reconstructed quantization Multi 2D amplitude image (a) 1bit uniform quantization image, (b) 8bit uniform quantization image, (c) 1bit 
A-law non-uniform quantization image, (d) 8bit A-law non-uniform quantization image, (e) 1bit μ-Law non-uniform quantization image, (f) 8-bit μ-law 
non-uniform quantization image

(a) (b) (c)

(d) (e) (f)

그림 19. 양자화 된 Dices 1080p를 복원한 홀로그램의 진폭영상 (a) 1비트 균일 양자화 영상, (b) 8비트 균일 양자화 영상, (c) 1비트 A-Law 비균일 양자화
영상, (d) 8비트 A-Law 비균일 양자화 영상, (e) 1비트 μ-Law 비균일 양자화 영상, (f) 8비트 μ-Law 비균일 양자화 영상
Fig. 19. Reconstructed quantization Dices 1080p amplitude image (a) 1bit uniform quantization image, (b) 8bit uniform quantization image, (c) 
1bit A-law non-uniform quantization image, (d) 8bit A-law non-uniform quantization image, (e) 1bit μ-Law non-uniform quantization image, (f) 8-bit 
μ-law non-uniform quantizatio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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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스칼라 양자화기가 훨씬 더 좋은 경향을 보였다. 모든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A-Law와 μ-Law 비균일 양자화기는

최대 5dB를 넘지 않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를 분석해보기 위해 동적범위와 비균일 양자화기

파라미터를 변화해가며 실험을 진행해보았다. 먼저 Dice 
1080p의 동적범위를 변경한 실험에서 비균일 양자화기와

균일 양자화기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균일 양자화기는 동

적범위가 원본에 가까울수록 PSNR은증가했다. 비균일 양

자화기는 동적범위를 원본의약절반인 2.4에서 3.6으로설

정했을 때 가장 높은 PSNR을 보였다. 다음으로 비균일 스

칼라 양자화기의 파라미터인 A와 μ값을 변화해가며 실험

을 진행해 보았다. 앞에서말했듯이 파라미터값이감소할

수록 비균일 양자화는 균일 양자화의 결과와 유사해진다. 
이 실험은 입력 데이터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Multi 
2D와 Multi 3D는 A=86.7, μ=255에서 PSNR이 최대치를

보였고 Dices 1080p는 파라미터 값이 감소할수록 PSNR이
증가했다.
균일 양자화기와 비균일 양자화기의 경향이달리 나타난

이유는 홀로그램 데이터의 히스토그램 분포의 차이에서 기

인한 결과라고 예상한다. 세 홀로그램 모두 원점 근처에서

값의 분포가 크다. 하지만 Multi 2D, Multi 3D 홀로그램은

-0.35~0.35의범위의 정규분포를갖고 Dices 1080p는 -3~3
까지의 10배정도큰범위의 라플라스 분포를갖는다. Dice 

1080p를 양자화했을 때, ±0.5~ 3에서의값은 균일 스칼라

양자방법을 사용했을 때 비교적 원래의 값과 유사하게 양

자화 되었다. 따라서 데이터의 히스토그램 분포에 따라 적

합한 양자화 방법은 달라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3. 표준 코덱에 대한 특성 분석

Dices1080p의 경우 QP 0일 때 PSNR이 59.11이고 30일
때 36으로 화질이 크게 나빠지지는않았지만 bps가 2.08 정
도로 압축률이 좋지는 않았다. QP 50일 때 bps는 0.0004 
PSNR은 15.32로 동일 QP값에서 2D Multi와 3D Multi에
비해낮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그림 21은 원본부동 소수점

의 홀로그램 데이터와 압축 코덱을 거친 후 복원 뒤 다시

역 정규화 과정을 통해 부동 소수점으로 변환한 뒤 분석

하였다. 원본 데이터에서 정규화 과정으로 인해 모든 지표

가낮은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저 압축에서는 AVC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고 압축에서는 HEVC가 가장 좋

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그림 22는 정규화된 홀로그램간의 비교이다. HEVC와

AVC의 경우 압축 코덱에 들어가기 전후의 Y 성분의값을

분석하였고, JPEG과 JPEG2000은 들어가기 전 후의 R 성
분들로 분석하였다. 이값들은 0~255로 정규화되어 있으며, 
부동 소수점보다는높은 수치를 보여주었고 여전히 HEVC
와 AVC가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a) (b)

그림 20. 실수와 허수 이미지의 양자화 결과에 대한 평균적인 PSNR 비교 (a) 홀로그램 결과 (b) 복원된 홀로그램 결과
Fig. 20. Average PSNR comparison of quantization results of real and imaginary images (a) hologram results (b) reconstructed hologram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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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22. 원본홀로그램과복원된홀로그램에대한결과 (정규화)  (a) 2D Multi, (b) 3D Multi, (c) Dices1080p(RGB 평균), (d) 채널분리 Dices1080p(RGB 
평균)
Fig. 22. Results for original Hologram and reconstructed Hologram (Normalizaiton) (a) 2D Multi, (b) 3D Multi, (c) 4:4:4 Dices1080p (RGB average), 
(d) Channel separation Dices1080p (RGB average)

(a) (b)

(c) (d)

그림 21. 원본 홀로그램과 복원된 홀로그램에 대한 결과 (부동소수점) (a) 2D Multi, (b) 3D Multi, (c) 4:4:4 Dices1080p (RGB 평균), (d) 채널 분리
Dices1080p(RGB 평균)
Fig. 21. Results for original Hologram and reconstructed Hologram (Floating points) (a) 2D Multi, (b) 3D Multi, (c) 4:4:4 Dices1080p (RGB average), 
(d) Channel separation Dices1080p (RGB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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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은 부동 소수점의 원본홀로그램, 코덱을 거친후

역 정규화를 시킨 뒤 실수 및 허수값을 이용하여 Recon- 
struction을 시킨 홀로그램의 Amplitude 값이며 이는 영상

을 불러와서 PSNR과 SSIM을 측정하였다. Reconstruction
을 회절 연산, 정규화로 인해 PSNR 및 SSIM은 그림 21보
다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HEVC가 좋은 성능

을 보여 주었다. Dices1080p를 HEVC로 압축 하였을 때

YUV 4:4:4 로 압축한 결과보다 단일채널로 분리하여 따로

압축한 결과가 더욱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다음 그림 24는 HEVC Intra를 사용하여 2D Multi를 압

축 후 복원한 영상 이다. 그림 21(a)는 QP 0이고 (b)는 QP 
30 (c)는 QP 50 일 때 결과이다.

2D Multi의 경우 QP 0일 때 PSNR이 66.63이고 30일 때

37.18로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화질을 보였

다. QP 50일 때 bps는 0.03이고 PSNR은 23.88로확실하게

화질이 저하되는 것을 보였다. 다음 그림 22는 HEVC Intra
를 사용하여 3D Multi를 압축 후 복원한 영상 이다. 그림
25(a)는 QP 0이고 (b)는 QP 30 (c)는 QP 50 일 때 결과이

다.
3D Multi의 경우 QP 0일 때 PSNR이 66.21이고 30일 때

45.14로 2D Multi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화질차이를 느끼

진못하였다. QP 50일 때 bps는 0.04 PSNR은 27.29로 압축

성능이 2D Multi보다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음 그

림 26은 HEVC Intra를 사용하여 Dices1080p를 압축후복

(a) (b)

(c) (d)

그림 23. 원본 홀로그램과 복호화된 홀로그램의 복원에 대한 결과 (정규화) (a) 2D Multi, (b) 3D Multi, (c) Dices1080p(RGB 평균), (d) 채널 분리
Dices1080p(RGB 평균)
Fig. 23. Results for original Hologram and reconstruction decoded Hologram (Normalizaiton) (a) 2D Multi, (b) 3D Multi, (c) 4:4:4 Dices1080p (RGB 
average), (d) Channel separation Dices1080p (RGB average)

(a) (b) (c)

그림 24. 2D Multi 압축 결과 (a) QP 0, (b) QP 30, (c) QP 50
Fig. 24. Results for compression 2D Multi (a) QP 0, (b) QP 30, (c) Q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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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 영상 이다. 그림 26(a)는 QP 0이고 (b)는 QP 30 (c)는
QP 50 일 때 결과이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홀로그램 데이터에 변환과 양자화 그리고

표준 코덱을 사용한부호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홀로그램은

생성 방법에 따라 변환과 양자화 기법이달라진다. 2D Multi
와 3D Multi는 DCT와 DWT를 선택적으로 사용 할 수 있

지만 Dices1080p의 경우 DWT의 Reverse Bi-Orthogonal 
(3, 3)필터만이 에너지 집중도가높음을확인 할 수 있었다. 
홀로그램 생성 방법에 따라 데이터의 히스토그램이달라진

다. 히스토그램 분포가 좁을수록 비 균일 양자화기의 성능

이 좋게 나타나고, 넓을수록 균일 양자화기의 성능이 좋게

나왔다. 표준 코덱 실험에서는 HEVC Intra의 고 압축률에

서 가장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저 압축률에서는 AVC 
Intra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 주었다. 
본 논문에서 다양한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들은 추후

에 디지털 홀로그램과 관련된 신호처리 분야 연구에서 좋

은 가이드를 제시해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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