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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홀로그래피를 통해 얻어진 물체의 위상정보는 물체의 차원 정보를 분석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3 .
이때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통해 얻어진 위상정보는 기준파와 물체파의 위상차(φ 를 나타낸다 실제 물체의 위) .
상은 2π범위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지만 위상차 정보의 범위는, - π≤φ< π이다 위상 펼침. (phase

은 수치적 해석을 통하여 복원하는 방법이다unwrapping) .(1 3)～ 차원 위상 펼침은1 Itoh(4)의 이론이 많이 사용되

고 있고 이 원리는 인접한 위상차간의 미분값은 같은 구간내의 실제 위상의 미분값과 같음을 이용한다 그러나, .
불연속 미분값을 갖는 특이점들이 존재할 때 적분되어진 값은 원래의 위상과 다른 값을 갖는다 만약 차원 배. 2
열에서 특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적분값은 모두 같지만 특이점이 존재 하는 경우에는 적분값이 다른 결과, ,
를 얻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 중 하드웨어적인 부담 및 연산시간이.
가장 짧은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Goldstein .(5) 이 알고리즘은 가까운 거리의 미분 불연속 특이점을 찾

아 연결하여 전체적인 값을 으로 만들어준다0 .
알고리즘은 복잡하고 해상도 근처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는 알고리즘 특성상 일정한Goldstein . Goldstein

거리를 두고 발생하는 특이점 쌍에 대해서는 최단거리를 이용하여 연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상도 근,
처에서 나타나고 그림 과 같다1 .

(a) (b) (c) (d)
그림 전산기 시늉을 통한 알고리즘 결과1. Goldstein
물체 데이터 펼침 데이터 특이점 연결: (a) , (b) Wrapped , (c) , (d)

그림 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중앙의 사각형의 모서리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데1(c) . Wrapped
이터에서 특이점은 반구와 각각의 사각형이 만나는 경계에서 발생한다 이때 대간선 방향으로 인접한 두 픽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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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이용하여 경계선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그림 에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2(a) .

(a) (b) (c)
그림 각 데이터의 관계와 전산기 시늉을 통한 수정된 알고리즘 결과2. Goldstein

데이터와 특이점 경계선의 관계 특이점 연결 상태 펼침 데이터: (a) wrapped , , (b) , (c)

그 결과 동일한 사각형에서 발생하는 특이점은 동일 경계선에 존재하고 쌍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

어지고 경계선에 존재하는 특이점을 우선적으로 연결하도록 알고리즘을 수정하면 그림, Goldstein , 2(b)
에서 보는바와 같이 잘못 특이점 연결의 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그림 와 같이 위상 펼침 결과도 잘. 2(c)
못 계산되어진 부분이 수정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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