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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시간 홀로그래피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홀로그램을 고속으로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홀로그

램 생성을 위한 Computer-Generated Holography(CGH) 식의 병렬 구조를 최적화하고,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CUDA)
와 Open Multi-Processing (OpenMP) 를 이용한 Multi Graphic Processing Unit(Multi-GPU) 기반의 디지털 홀로그램의 고속 생성을

위한 최적화 기법을 제안한다.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과정은 독립적인 연산을 할 수 있는 다수의 개체로 병렬화 할 수 있는 구

조이기 때문에 이에 특화된 CUDA와 OpenMP를 사용함으로써 CGH식을 고속으로 연산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를 최적화하

기 위해서 상수화, 벡터화, 루프풀기 등의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을 통해서 기존 CPU에서의 CGH 연산속도에 비

해 약 9,700배 정도의 속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Abstract

Fast generation of digital hologram is of importance for real-time holography broadcasting. In this paper, we propose such a 
method that parallelizes the Computer-Generated Holography (CGH) algorithm for digital hologram generation and make it faster 
using Multi Graphic Processing Unit (Multi-GPU) with help of the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 (CUDA) and the Open 
Multi-Processing (OpenMP). In addition, we propose optimization methods such as fixation variable, vectorization, and loop 
unrolling for making the CGH algorithm much faster.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our method is about 9,700 times faster than 
a CPU-based one.

Keyword : 3D display, digital hologram, GPU 

Ⅰ. 서 론

최근 3D 디스플레이 컨텐츠가 서서히 늘어나고 상용화

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3D 영상 디스플레이 기법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TV 산업분야에서는 3D 영상 디

스플레이 장치 및 원천기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계

와 산업계에서 많은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떠오르는

이슈로 가장 이상적이며 궁극적인 3D 영상 디스플레이 기

법인 홀로그래피가 주목을 받고 있다. 홀로그래피 기법은

3D 영상을 디스플레이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

져 있다. 홀로그래피 기술은 특별한 관찰 장비 없이 육안으

로 관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깊이 정보와 영상을 제공한

다. 그러나 3D 디스플레이 기술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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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 과정
Fig. 1.  Generation of digital hologram

가지의 문제점들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용

화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실제 크기의 영상을 홀로그램으로 제작하기 위해 고비용의

대형 광학계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 이 장치는 주변

광원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홀로그램을 생성할 때 매

우 안정적인 실험 환경이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다
[1].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6년, Brown과 Lohmann에 의해

Computer-Generated Holography(CGH)기법이 제안되었다
[2]. CGH는 기존의 광학계 장치와 광학 변수들을 수학적으

로 모델링하여 일반적인 컴퓨터로도 손쉽게 홀로그램을 만

들어 낼 수 있는 기법이다. 하지만 CGH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데이터

들을 연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외에서는 현재 고속으로 CGH를 연산하기 위한 연구

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Chiba대에서는 3차원 객체

와 생성하려는 디지털 홀로그램의 거리의 차를 반복적으로

연산하여 생성시간을 줄이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3]. 하지만

이 기법은 많은 승산 연산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

고 미국의 MIT에서는 일반적인 연산식의 각 항들을 미리

계산해 놓은 LUT(Look-up Table)를 이용하는 기법을 제안

하였으나, 이 기법은 많은 메모리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단

점이 있다
[4,5]. 국내에서도 고속으로 CGH 연산을 하기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광운대에서는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FPGA) 기반의 하드웨어 칩을

활용해서 고속으로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기법을 제

안하였다
[6]. FPGA를 이용하면 구현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개발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하드웨어의 직접

적인 연산능력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기반에 비해 상대적으

로 고속으로 연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Graphic Processing Unit(GPU)과 Central Processing 
Unit(CPU)의 병렬처리 연산능력을 활용하여 고속으로 디

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몇

가지 최적화 기법들을 제안한다.

Ⅱ. 디지털 홀로그래피

1.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CGH)

일반적인 홀로그램은 그림 1과 같은 광학계 장치를 이용

하여 생성할 수 있다. 그림 1-(a)는 홀로그램을 기록하는 과

정이다. 레이저 빔이 분광기에 의해 물체파와 기준파로 나뉘

는데, 물체파는 물체에 한번 조사된 후 필름으로 다시 조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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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 과정
Fig. 2.  Generation of digital hologram

고, 기준파는 곧바로 필름으로 조사된다. 이때 두 빛이 만나

면서 빛의 간섭현상이 발생하고 이때 생기는 간섭패턴이감

광 필름에 기록되는데 이것을 홀로그램이라고 부른다.  그림

1-(b)는 홀로그램을 다시 객체로 복원하는 과정으로, 생성하

였던 홀로그램에 동일한 기준파를 조사하면 다시 원래 3D 
객체형상을 복원한다. 이 방법은 안정된 실험 환경이나 고가

의 광학계 장치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홀로그

램을 생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범

용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홀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는 CGH기법을 사용한다. CGH기법은 광학계

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범용 컴퓨터로 디지털 홀로그램

을 생성하는 기법이다. 다음 식 (1)은 CGH 연산을 나타낸다.

 




cos  (1)

파라미터 내용

 디지털 홀로그램 Index
 3D 객체 Index
 디지털 홀로그램

 3D 객체

  디지털 홀로그램 좌표

   3D 객체 좌표

 홀로그램의 화소 크기 (pixel pitch)

표 1. CGH 광학계 파라미터
Table 1. CGH Optics Parameter

위 수식은 3D 객체의 깊이영상 정보를 이용해서 홀로그

램을 생성하는 것을 나타낸다. 3D 객체 영상에서 깊이정보

를갖고 있는픽셀들을 광원이라고 하고, 식 (1)은 3D 객체

의 모든광원에 대해서동일하게 연산을 수행한다. 3D 객체

의 모든 광원들은 각각 디지털 홀로그램을 한 장씩생성하

고, 전체 광원에서 생성되는 각각의 디지털 홀로그램들을

한 장으로축적시켜야 비로소 3D 객체 영상에 대한 디지털

홀로그램이 생성된다. 그림 2는 디지털 홀로그램의 생성과

정을 표현하고 있다. 

2. CUDA와 OpenMP를 이용한 CGH연산 고속화

2.1 CGH 연산의 고속화
CGH 기법은 원리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연산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연산하는 기법이 매우 중요하다. CGH연산

식 (1)은 그림 2와 같이 3D 객체의 모든광원에 대해서 병

렬적으로 연산되는 특징을갖고 있다. 각 광원에서 생성되는

디지털 홀로그램들을 한 장으로 축적하면 3D 객체에 대한

디지털 홀로그램이 생성하는데 이 과정이전체적으로 상당

한 연산량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서, 생성하려는 3D 객체

의 크기가 200×200 pixel 이고 생성하려는 디지털 홀로그램

의 크기가 1,024×1,024 pixel 이라면, 총 41,943,040,000번
을 연산해야 디지털 홀로그램 한 장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런

방대한 연산량 때문에 CGH를 고속으로 연산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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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CUDA를 이용한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
Fig. 5.  Generation of digital hologram using CUDA

현재까지도 해결해야할 핵심 문제로 남아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Multi-GPU기반에서 CUDA
와 OpenMP의 병렬처리 연산을 통해 CGH를 고속으로 연

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2 CUDA & OpenMP
CPU와는 달리 GPU는 구조적으로 연산능력이 매우 뛰

어나다. 그림 3을 보면 CPU보다 GPU가 더 많은 Arithme- 
tic and Logic Unit(ALU)을 갖고 있음을볼 수 있다. ALU
의 개수가 많으면 더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효율적으로 연

산할 수 있다. 그래서 방대한 데이터 연산 처리가 필요한

의학, 경제, 이미지 프로세싱등 기타분야에서는 이미 GPU
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GH의 방대한 데이

터 연산을 위해서 NVIDIA사에서 개발한 GPU기반 병렬처

리 아키텍쳐인 CUDA를 사용한다
[7]. CUDA는 GPU를 구

그림 3 . CPU와 GPU의 구조
Fig. 3.  Architecture of CPU and GPU

그림 4 . Grid 와 Block 
Fig. 4.  Grid & Block in CUDA

성하고 있는 다수의 스트림 코어들을 통해 동시에 다수의

작업들을 연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림 4와 같이 Grid
와 Block 이라는 단위로 작업들을 나누어서 GPU의 각각

의 스트림코어에 할당을 하고동시에 연산을 수행한다. 일
반적으로 스트림 코어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동시에



송중석 외 : Multi-GPU 기반의 고속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 1013

그림 6 . Multi-GPU 기반에서의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
Fig. 6.  Generation of digital hologram based on Multi-GPU

연산할 수 있는 작업의 개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Single-GPU기반보다 Multi-GPU 기반으로 사용했을 때

가 성능이 더 뛰어나다. 하지만 CUDA는 원리적으로

Multi-Kernel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CPU의 Multi-Core
를 활용한 OpenMP를 이용해서 병렬적인 CUDA 시스템을

구축해야 다수의 GPU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8]. 그림 5는

각 광원에 대한 CGH 연산이 CUDA를 통해서 병렬적으로

동시에 처리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3D 객체의

모든광원에서 반복된다. 그림 6은 OpenMP를 활용한 병렬

적 CUDA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CGH연산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3D 객체의 정보(광원의좌표, 깊이정보)를 GPU의 개

수만큼 균등 분할하여 각 GPU의 CUDA 커널에 전송하고

각 커널은 병렬적으로전송받은 데이터를 CGH 수식에 대

입하여 연산을 하게 된다. 연산 후 생성된 각각의 디지털

홀로그램들을 한 장으로 축적하면 3D객체의 디지털 홀로

그램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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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최적화 기법이 적용된 CGH 연산을 위한 CUDA Kernel
Fig. 7.  Kernel for the CGH calculation using CUDA with optimization

3. CGH 연산 최적화 기법

GPU기반의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CGH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맞는 최적화 작업이 필요하다. 본 논문

에서는 상수화, 벡터화, 루프 풀기 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CGH연산을 최적화하였다.

3.1 상수화
CGH연산식 (1)을 Taylor 전개 후 근사화를 하면 다음 수

식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s








 (2)

식 (2)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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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 (3)을 통해 3D 객체의 모든광원에 대하여 연산을 하

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연산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계

산해서 정의를 해 놓으면 다음의 식 (4)와 같이 단순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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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 (4)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상수 A와 B로 미리 광학

계 변수들을 계산해서 정의해 놓으면 매번 불필요한 연산

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CGH 연산은 모든 광원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식의 연산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면 디지

털 홀로그램을 생성하는데 필요한전체적인 연산량을 크게

줄 일 수 있다.

3.2 벡터화
CUDA는 구조적으로 Floating unit이 따로 있기 때문에

부동소수점 연산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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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8. (a) 3D 객체 영상 : Bunny, (b) 3D 객체 영상 : Kettle, (c) 3D 객체 영상 : Ring, (d) 3D 객체 복원 영상 : Bunny, (e) 3D 객체 복원 영상 : Kettle, 
(f) 3D 객체 복원 영상 : Ring
Fig. 8. (a) 3D object : Bunny, (b) 3D object : Kettle, (c) 3D object : Ring, (d) 3D object reconstruction : Bunny, (e) 3D object reconstruction 
:Kettle, (f) 3D object reconstruction : Ring

서는 광학계 변수들을 최대한 Float type으로 정의하고

CUDA에서 제공하는 Float4 벡터형 변수를 최대한 사용하

였다. Float4 벡터형 변수는 x, y, z, w 총 4개의 Float type 
변수를 통해 벡터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CUDA 
커널 내에서 CGH 연산을 효율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3D 객체의 좌표와 깊이정보들을 Float4 벡
터형 변수에 저장하여 CUDA커널로 전송할 때 사용한다. 

3.3 루프 풀기
루프 풀기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최적화 기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루프 풀기의 목적은 루프의 반복횟수를 줄이

고 그 만큼 루프 반복에 필요한 비교문을 생략시켜 연산속

도를 증대시키는데 있다. CGH 연산은 3D 객체의 모든 광

원에 대해 반복해서 연산을 수행하므로 루프 풀기를 적용

하면 효과적으로 연산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림 7은
CUDA커널 내에서 최적화 기법들을 적용한 CGH 연산을

보여주고 있다. 18번째 줄부터 48번째 줄까지의 반복문은

루프풀기를 4개의 단위로 풀어서 CGH연산을 하고 있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Ⅲ.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정리한 수식 (4)를 이용하여 디

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였다. 실험영상으로는 그림 8과 같

이 Bunny, Kettle, Ring의 3D 객체영상들을 실험 영상으로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3D 객체들의 크기는 200×200× 
8bit 이며, 광원은 Bunny가 6,899개, Kettle이 7,1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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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광원 1K개의 CGH 연산 속도 (ms)

1,024×1,024 pixel 1,536×1,536 pixel

Bunny Kettle Ring Bunny Kettle Ring

1 CPU 185,682.2 186,214.6 185,454.7 407,992.4 407,489.7 416,786.4

2 Multi-GPU 96.6 99.6 98.7 223.6 232.5 231.2

3 Multi-GPU + 벡터화 95.1 95.6 98.0 213.2 212.6 220.9

4 Multi-GPU + 벡터화, 상수화 21.0 21.5 24.4 46.6 45.8 54.8

5 Multi-GPU + 벡터화, 상수화, 루프 풀기 18.2 18.1 21.6 40.4 39.8 47.0

연산 속도 비 (1 항목 : 5 항목) 1 : 10,202 1 : 10,288 1 : 8,585 1 : 10,099 1 : 10,238 1 : 8,868

표 3. CPU 기반과 Multi-GPU 기반의 CGH 연산속도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CGH calculation times CPU based system, Multi-GPU based system

Ring이 4,565개를갖고 있다. 생성되는 홀로그램 해상도는 
1,024×1,024pixel과 1,536×1,536pixel이며, Reference wave 
length(λ)는 633mm, Reconstruction distance는 1000mm, 
Pixel pitch(p)는 10.4um×10.4um로 파라미터를 설정하였

다. 실험환경은 표 2와 같다. 그림 8은 실험에 사용된 3D 
객체의 실험 영상들이다. 그림 8-(d),(e),(f)는 본 논문에서

생성한 디지털 홀로그램을 Holovision이라는 광학 프로그

램을 사용해서 복원한 영상이다. 

항목 세부사항

CPU Intel(R) Core Quad 2.4GHz

GPU Nvidia Geforce GTX 580, 2개

RAM 4.0 GB

OS Microsoft Windows 7

Tool

Microsoft Visual Studio 2008

OpenCV 2.0

CUDA 3.0

Holovision 2.2.1

표 2. 실험 환경
Table 2. Environment of experiment

표 3은 CPU기반과 Multi-GPU기반에서의 CGH 연산속

도를 비교하고 있다. 1번 항목은 CPU 기반에서 CGH를 연

산한 결과이고, 2번 항목은 Multi-GPU 기반에서 최적화를

적용하지 않고 CGH를 연산한 결과이다. 최적화를 적용하

지 않은 Multi-GPU기반이 CPU기반보다 약 1,900배 가량

연산속도가 개선되었음을볼수 있다. 그리고 3번 항목부터

5번 항목은 Multi-GPU 기반에서 벡터화, 상수화, 루프 풀

기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벡터화 같은 경우 약

1%, 루프 풀기 같은 경우 약 12%정도로 미미한 개선효과

를 보이고 있지만, 상수화 같은 경우 약 78%로 개선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Multi-GPU를 이용해서 고속으로 CGH연

산을 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CGH는 3D 객체의 모든광원에 대해서 독립적이기 때문

에 병렬연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CUDA와

OpenMP를 이용해서 CGH연산을 고속화 하였고, 전체적인

CGH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상수화, 벡터화, 루프 풀기와

같은 최적화 기법들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의 CPU기반의 기법보다 약 9,700배
정도 빠르게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최적화 기법은 실시간 홀로그램

생성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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