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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홀로그램 행(열)단위 병렬 연산 방식의 고성능 홀로그램 생성기의 하드웨어 자원 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통항을 늘려 자원 량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한다. 하나의 2D 블록의 행과 열에 해당하는 좌표 항을

연산후 좌표항을 이용하여각블록의화소값을 계산한다. 이전 연구에서의 메모리접근량을줄일뿐만 아니라이전 연구에

비하여 조합회로는 45% DSP 블록은 90% 감소하여 하드웨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서론
홀로그래피는 차세대 3D 매체로 관심을 끌게 되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홀로그래피는홀로그램 필름에 3차원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이용하여 3차원물체를복원하는방식을사용함으로써그응용이

크게 제한된다. 이점을 극복하기위해 컴퓨터에 의한 홀로그램 생성에

대하여 연구 되고 있다[1]. CGH를 이용하여 한 프레임에 해당하는 홀

로그램을생성하기 위해서는 모든광원에대한 한화소를 연산하기 때

문에 많은연산량과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고속 CGH 연산을 위한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왔다[2][3].

2.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
홀로그램을 취득할 수 있는 광학계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연산

을 통하여 얻어진 홀로그램을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Computer

Generated Hologram, CGH)이라고 한다[2].

CGH는 ≪ 일 경우 식 (1)과 같이정의되는데위상

으로부터 홀로그램의 강도()를 얻는 방법이다. 은 객체의 유효한

광원의 수를 뜻한다. 는 사용된 파의 파장을 나타내고 는 홀로그램

평면의 화소 하나의 크기를 나타낸다. , , , 는 3차원 객체의

위치와 밝기이고 , 는 홀로그램 평면내의 위치를 나타낸다. 또한

 이고  로 정의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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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하나의 홀로그램 화소의 강도

를 계산하기 위한 공통항이 많은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이전 연구[3]

에서 하나의행을연산하기 위한공통항대신 하나의 블록을연산하기

위한 행과 열의 공통항을 위한 수식으로 변형하여 식 (2)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와 는 3차원 객체와 홀로그램 평면간의 거리에 대하

여 연산하는 항으로   


, 


로 정의 하고 와 는

블록의 좌표에 대하여 연산할 수 있는 항으로  
 ,

 
 로 정의 한다.

 




 cos  (2)

3. 하드웨어 구조
앞장에서설명한 식(2)를 이용하여 이전연구[3]와 같이모든광원

에 대한 홀로그램 블록의 화소를 누적하는 방식의 연산방법을 이용하

였다. 그림 1(a)의 객체 광원단위 병렬 연산 방식은 다음 광원에 대하

여 누적을 해야 하므로 연산결과를 저장해야 한다[2]. 따라서 많은 량

의 메모리 접근이 필요하여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된다. 제안하는 연산

방식은 블록 단위의 연산 방식으로 이전 연구의 메모리 병목 현상을

줄일 수있고 또한행, 열에 대한 공통항에대하여 미리계산하기 때문

에 하드웨어의 자원 량을 줄일 수 있다.

제안하는 하드웨어구조는그림 1에 나타내었다. 마스터에서 입력

되는 광원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디코딩하여 와 에 대한 파라미

터를 내부 블록 메모리에 저장하거나 유효 광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입력 받는 입력 인터페이스, 블록의 행 또는 열에 해당하는 공통항을

연산하는좌표항연산기, 행 또는열에대한공통항을이용하여홀로그

램 블록내의 화소를연산하는화소값연산기 그리고 연산결과를마스

터 또는 외부 메모리로 출력하는 출력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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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하드웨어 구조

그림 2는 CGH연산을 위한 스케줄을 나타냈다. 은 유효한 광원

의수로 초기 클록은입력 인터페이스는로드상태를유지 하면서마

스터로부터 유효광원 정보를 다운받는다. 이후 한 프레임내의 서브블

록을 연산하고 출력 인터페이스에서 이전 서브블록의 연산결과를 마

스터의 상태에 따라 출력한다.

그림 2 제안하는 하드웨어의 스케줄

4. 구현 결과
제안하는 하드웨어는 Verilog HDL을 이용하여 설계하고

ModelSim과 LabVIEW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및 구현하였다.

FPGA는 LabVIEW FlexRio 플랫폼으로 Xilinx사의 Vertex 5와

512MB의 SDRAM로구성되어있다. 그림 3에 구현한 홀로그램생성기

의 최상위 레벨의 구조를 나타 내었다. Host-FPGA 인터페이스 모듈

과 CGH 연산기 그리고 FPGA-Host인터페이스 모듈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림 3 구현한 홀로그램 생성기의 최상위 구조

제안한 홀로그램 생성기와 이전 연구의 자원 사용량의 비교는 그

림 4에 나타내었다. 이전 연구에 비해 조합회로는 45%, DSP블록은

90% 감소하였다. 이전 연구의 하드웨어 구조로 구현 하였을 때 최대

16개의 병렬 처리 유닛을 구현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제안하는 구조

는 최대 256개(×)의 병렬 처리 유닛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림 5는 구현한 홀로그램 생성기의 결과로 6k의 광원에 대하여

×의 홀로그램을 생성하고 시뮬레이션으로 복원 및 GUI

를 구성하는데 약 4초의 시간이 소요된다.

(a) (b)

그림 4 이전 연구와의 하드웨어 자원 량 비교: (a)조합회로,

(b)DSP 블록

그림 5 시스템 구현 결과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에서의 병렬화된 고성능 CGH 생성기의

하드웨어 자원 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좌표항 연산기와 좌표

를 공유하는 화소값 연산기로 구성하는 하드웨어 구조를 제안하고 구

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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