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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궁극적인 3D 디스플레이 기술로서 홀로그

래픽 3D 이미징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홀로그래픽 3D 이미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 1>에서 현재 3D 디스플레이 기술로 가

장 널리 쓰이는 양안식 스테레오스코픽 3D 이미징

기술과 홀로그래픽 3D 이미징 기술의 개념을 비교

하였다. 양안식 스테레오스코픽 3D 이미징은 두 눈

이 실제 사물을 볼 때 양 눈에 보이는 이미지의 차

이를 이용한 것으로, 편광 안경이나 셔터 안경을 사

용해 두 눈에 각각 다른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때

관측자의 두 안구는 가상 3D 오브젝트의 위치에 따

라 수렴점(convergence point)을 향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회전하게 된다. 실제 입체적인 사물을 보

는 경우에는 각 눈의 초점 또한 수렴점위에 있게 된

다. 그런데 양안식 스테레오스코픽 3D 이미징 기술

에서는 두 눈의 초점이 실제 이미지가 있는 디스플

레이 패널 면에 놓이기 때문에, 두 눈의 수렴점과

초점면이 불일치하게 되어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지

게 된다. 이를 accomodation-vergence conflict라

고 한다. <그림 1(b)>와 같이 양안에 보이는 각 이미

지를 공간에 띄워, 눈의 초점을 수렴점에 가깝게 조

절할 수 있다면 accomodation-vergence conflict

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으로, <그

림 1(c)>와 같이, 입체적인 깊이를 갖는 단일 이미지

를 공간에 띄워 관측자가 그 이미지를 양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자연스러운 3D 입체영상을 볼 수 있다.

홀로그래픽 3D 이미징 기술은 서로 다른 깊이를 갖

는 삼차원적인 곡면 이미지를 디스플레이로부터 일

정거리만큼 떨어진 공간에 형성하는 이미징 기술이

라고도 할 수 있다. 홀로그래픽 3D 이미지를 공간

에 띄우기 위해 실제 디스플레이 패널에 들어가는

이미지 정보를 computer generated hol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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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H)이라고 한다. 

CGH 합성 알고리즘을 확립하는데 있어 입체 곡

면 구조를 갖는 3D 물체의 이미지 광파 모델을 설

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D 이미지 광파 모델과

관련하여 CGH의 합성의 계산 속도 향상은 물론 다

양한 3D 물체의 텍스처, 질감, 조명 효과 등의 시각

적 표현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홀로그래픽 3D 이미지 광파의 구조는

광파가 표현하고자 하는 3D 물체 표면의 구조, 텍

스처 구조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된다. 기존의 점

구름(point cloud) 방법들에서는 3D 이미지를  주

로 점들의 공간적 집합 (point cloud model)으로 표

현했는데, 이 방법으로 모델링하여 홀로그램 이미

지를 재생하면 마치 안개가 낀 것과 같이 뿌옇게 표

현되며, 점들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러

운 물체를 묘사하고 광파를 모델링 할 때의 계산량

이 매우 크다. <그림 2>는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

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삼각형 메쉬 구조의 오브젝

트이다. 삼각형 메쉬 구조는 3D 컴퓨터 그래픽에서

는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 메쉬 구조의

오브젝트로부터 직접 CGH를 생성할 수 있다면 3D

홀로그래픽 콘텐츠 제작이 용이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필자의 선행 연구[참고문헌 H.Kim]

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삼각형 메쉬 구조로

이루어진 3D 표면 물체의 3D 이미지 광파 모델 및

이로부터 얻어지는 CGH의 수학적 모델 및 이의 계

산이론을 기술한다.

(a) 양안식 스테레오스코픽 3D 이미징 (b)평평한 다중 깊이 이미지의 홀로그래픽 3D 이미징 (c) 곡면 이미지의 홀로그래픽 3D 이미징

<그림 1> 홀로그래픽 3D 이미징의 개념

<그림 2> 삼각형 메쉬 3D 오브젝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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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표면 확산 재질을 갖는 단일
삼각형 면의 3D 이미지 광파

<그림 3>에서는 삼각형 메쉬로 이루어진 임의의

3D 오브젝트의 면 구조를 보여준다. 3D 오브젝트

의 삼각형 요소는 표면 텍스처를 갖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개의 삼각

형 요소들은 같은 평면상에 놓이지 않지만, 표면 텍

스처를 표현하는 서브 삼각형들은 같은 평면상에

있게 된다. 

본 장에서는 표면 텍스처를 갖는 단일 삼각형 면

을 표현하는 3D 이미지 광파의 파동 광학적 모델을

유도한다. 수학적 모델링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대역좌표계에서 표현된 삼각형 면을 국소

좌표계로 변환하는 작업, 둘째, 국소좌표계에서 확

산재질을 갖는 단일 삼각형 면의 이미지 광파를

angular spectrum 표현으로 나타내기, 셋째, 국소

좌표계에서 얻어진 angular spectrum 표현을 다시

대역좌표계에서 표현하기이다. 

1. 대역좌표계에서 표현된 삼각형 면을 국소

좌표계에서 표현하기

<그림 4>에서 삼각형 면이 임의의 방향으로 공간

상에 놓여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그림 3> 삼각형 메쉬로 모델링된 곡면과 삼각형 표면의 텍스쳐 표현을 위한 확산 표면 모델

<그림 4> 대역좌표계와 국소좌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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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자. 삼각형이 놓인 평면의 방정식은

(1a)

이다. 여기서 삼각형 면의 법선 벡터는

,
(1b)

이고 이다. <그림 4>로부

터 대역좌표계의 한 점 을 중심이 삼각형

의 무게중심이고 대역좌표계와 <그림 2>에서와 같

은 관계를 갖는 국소좌표계의 점 으로

변환하는 좌표 변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2)

2. 텍스처를 갖는 단일 삼각형 면의 이미지

광파의 angular spectrum 표현

<그림 5>에서 보인바와 같이 공간에서 평면파가

삼각형 면과 동일한 형태의 개구에 입사하여 회절

광파가 만들어질 때, 이 회절 광파가 삼각형 면의

이미지 광파이다. 텍스처를 갖는 단일 삼각형 면의

2차원 푸리에 변환을 라고 하고 삼각형

개구로 입사하는 평면파를 

라고 가정하여 삼각형 표면에서의 빛 분포를

angular spectrum 표현으로 나타내기로 한

다. 평면파의 국소좌표계 표현은 식 (2)에 의해

가 된다. 국소

좌표계에서 삼각형 면상의 광파 분포는 식 (3)과 같

은 angular spectrum 표현으로 나타난다.

국소좌표계에서 전 공간상의 이미지 광파 분포를

구하면 식 (4)와 같다.

<그림 5> 대역좌표계와 국소좌표계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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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다.

임의의 삼각형 면의 2차원 푸리에 변환을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자. 임의의 삼각형 ABC가 <그림

6(a)>과 같이 있다고 할 때, 꼭짓점 C에서의 삼각형

밑변 AB로의 수선의 발 D의 좌표는 식 (5)이다.

이를 원점에 맞추는 좌표 이동 변환을 한 후, 삼

각형의 밑변인 AB를 x축에 일치시키는 회전변환을

하면 <그림 6(c)>의 삼각형 A”B”C”를 얻는다.

밑변이 x축과 일치한 삼각형 A”B”C”의 2차원 푸

리에 변환 F(fx”,fy”)을 구하면 식 (6)이다.결국 밑

변이 x축과 일치한 삼각형의 2차원 푸리에 변환을

먼저 구하고, 도형 이동변환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

가면, 임의의 삼각형 ABC의 2차원 푸리에 변환식

을 식 (7)과 같이 얻게 된다.

<그림 6> 삼각형의 2차원 푸리에 변환

(5)

(6a)

(6b)

(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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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a)

여기서, , 

이고, a, b, c는 각각

(7b)

(7c)

(7d)

와 같이 주어진다. 임의의 삼각형은 식 (8)과 같은 2

차원 푸리에 역변환을 통해 복원이 된다.

다음으로 텍스처 재질을 갖는 삼각형 면의 2차원

푸리에 변환을 구한다. 삼각형 면의 텍스처는 <그

림 7>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삼각형 면을 여러 개의

닮은 서브 삼각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서브 삼각형

에 위상 및 진폭 (광도) 정보를 복소수로 인코딩하

여 표현한다. 인코딩 방법에 따라 다양한 재질의 표

면 텍스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는 지속적

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흥미로운 문제이다. 하나의

삼각형을 동일한 크기의 닮은 도형으로 나누면 <그

림 7>에서 보인바와 같이 위를 향하고 있는 삼각형

과 아래를 향하는 삼각형들을 같은 평면상의 집합

체로 볼 수 있게 된다. 윗방향 삼각형의 개수는

이고 꼭짓점의 좌표는 위에서부

터 (m,n)번째 윗방향 삼각형으로 인덱싱하여 꼭짓

점의 공간좌표를 다음 식 (9)와 같이 구할 수 있다.

(8)

<그림 7> 확산 패턴을 갖는 삼각형면의 2차원 푸리에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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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편, 아래를 향하는 삼각형들의 개수는

이고 꼭짓점의 좌표는 위에서부

터 (m,n)번째 아래 방향 삼각형으로 인덱싱하여 꼭

짓점의 공간 좌표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0)

임의의 위상분포, 즉 임의의 텍스처 성질을 갖는

삼각형 면은 윗방향 삼각형과 아랫방향 삼각형의

집합체로 모델링이 된다.

(11a)

여기서,

(11b)

(11c)

(11d)

(11e)

(11f)

(11g)

이다.

국소 좌표계에서 텍스처를 갖는 삼각형 면의 이

미지 광파의 angular spectrum 표현은 식 (12a)가

되며, 윗방향 서브삼각형과 아랫방향 서브삼각형의

광파를 나누어 표현하면, 다음 식 (12b)와 같다. 

(12a)

(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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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윗방향 삼각형

의 해석적인 푸리에 변환이다. 는

의 해석적인 푸리에 변환이다. 

3. 국소좌표계에서 얻어진 angular

spectrum 표현을 대역좌표계에서 다시

표현하기

다음으로 할 일은 국소 좌표계에서 구한 텍스처

삼각형 면의 angular spectrum 표현을 대역 좌표

계에서 다시 표현하는 것이다(식 (13a)).

국소 좌표계에서의 공간주파수

와 대역좌표계에서의 공간주파수 의 관계

는 다음 식 (13b), 식 (13c), 식 (13d)와 같다.

적분 (13a)를 국소좌표계 표현에서 대역좌표계

표현을 바꾸기 위해 변수 치환을 하여 미분 넓이 관

계를 구한다. 식(13b)와 (13c)를 미분하면, 식 (13e)

이므로 미분 넓이의 관계는 식 (13f)가 된다. 이때

대역 좌표계 공간 내부에서의 광파 분포는 다음 식

(1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이 계산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의 값이 양수인 경우에만 angular

(12c)

(13a)

(13b)

(13c)

(13d)

(13e)

(13f)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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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um의 성분이 대역좌표계 공간상에서 전파되

는 광파에 물리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이다. 

반영하기 위해 유닛 스텝 함수 H를 사용하는데,

의 값이 양수이면 1, 음수이면 0이 되는

함수로 정의된다.

(15)

결국, 삼각형 면이 대역좌표계 공간에 만들어내

는 이미지 광파의 분포는 식 (16)과 같다. 

앞에서 설명한 텍스처 모델링에서 서브 삼각형의

개수를 정하는 계수인 M을 확산계수라고 하자. <그

림 8>,<그림 9>,<그림 10>은 확산계수가 각각 M=4,

M=16, M=64인 세 개의 삼각형을 앞서 기술한 계산

이론을 통해 계산한 관측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

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지 광

파(회절 광파)의 angualr spectrum 표현 모델은 3D

이미지 광파가 가져야 할 물리적 속성을 모두 나타

낼 수 있다. <그림 8>, <그림 9>, <그림 10>에서 하

얀색 동그라미는 관찰자의 눈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삼각형을 나타낸다. 윗줄의 이미지는 관측자에게 가

장 가까운 왼쪽 삼각형에 초점을 맞춘 경우이고, 아

(16)

<그림 8> 공간에 떠 있는 3개의 삼각형 면의 관측 (확산 계수 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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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줄의 이미지는 관측자와 가장 먼 오른쪽 삼각형에

초점을 맞춘 경우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일정한 동

공크기를 갖는 관찰자의 한 눈이 물체를 볼 때의 초

점-비초점 현상, 즉 monocular parallax 효과가 모

델을 통해 잘 표현됨을 알 수 있다.

눈여겨 볼 점 하나는 관측 방향에 따라 삼각형이

<그림 9> 공간에 떠 있는 3개의 삼각형 면의 관측 (확산 계수 M=16)

<그림 10> 공간에 떠 있는 3개의 삼각형 면의 관측 (확산 계수 M=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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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모양이 달라지는 것인데, 시뮬레이션 결과

에서 정면(관측각=0)에서 물체를 볼 때는 삼각형의

면이 밝게 보이고 다른 관측 각도에서 볼 때는 삼각

형의 테두리만 밝게 보이는 회절 현상을 볼 수 있

다. 확산계수 M이 커지면 회절하는 성분의 영향이

커져 삼각형 면을 볼 수 있는 시야각이 넓어진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광파의 회절이 관측자에게 삼

각형 면에 대한 연속 또는 완전 시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관측자는 삼각형 요소를 바라보면 관측각

도를 연속적으로 달리할 때, 삼각형 요소의 모양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회절광

파가 공간적으로 연속적인 분포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절 광파를 재생하는 홀로그래픽 3D 디스

플레이는 자연스럽게 물체의 삼각형 요소에 대한

연속시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곡면 이미지를 공간상

에 플로팅 함으로써 멀티뷰 3D 디스플레이에서 이

슈가 되고 있는 accomodation-vergence conflict

효과를 극복하는 자연스러운 3D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확산 계수 M과 서브 삼각형의 복

소 진폭 및 위상 프로파일을 조절해서 다양한 텍스

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데, 이는 계속 연구되어야

하는 이슈이다.

삼각형 요소 모델에는 3D 이미징에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보는 방향에 따라 요소가 보이거나 안보이

거나 하는 운동시차효과(occlusion effect).

둘째,  일정한 동공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이 이러한 효과를 갖는 광파를 인식할 때는 동공

크기의 유한성에 의해 삼각형에 초점을 일부러 잘

맞혔을 때는 삼각형이 선명하게 보이고 초점을 맞

추지 않았을 때는 삼각형 요소가 흐리게 보이는 초

점-비초점 효과(monocular parallax)이다. 두 번

째 요소인 초점-비초점 효과는 운동시차효과와는

별개로, 보이는 삼각형이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르게 보이는 효과를 동반하는데, 이는 광파 회절에

의한 효과이다.

Ⅲ. 3D 표면 모델 물체의 3D 이미지
광파 및 CGH 계산

삼각형 메쉬 3D 오브젝트의 단일 삼각형 면의 이

미지 광파를 합산하여 삼각형 메쉬 3D 오브젝트의

총 이미지 광파 분포를 얻을 수 있다. 총 이미지 광

파 모델을 가지고 다양한 광학계 구성에 대한 최적

의 CGH를 계산할 수 있다. 실질적인 3D 물체의

CGH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서 보이지

않는 면의 처리가 매우 중요한데, 3D 물체를 구성

하고 있는 삼각형 면들 중 일부는 특정 시점에서 관

찰자에게 보이지만, 나머지 삼각형들은 가려져 보

이지 않는다. 3D 물체를 구성하는 삼각형 면을 보

이는 집합과 보이지 않는 집합으로 나누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보이는 삼각형에서 회절된

빛 성분만을 계산하여 CGH 계산에 반영한다. 컴퓨

터 그래픽스에서는 visible surface detection

algorithm 이라고도 한다. 이는 주로 그래픽 카드

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처리되는데, 최근의 그래픽카

드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를

CGH의 계산을 위한 pre-processing에서 이용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림 11>의 양손 모델은 총 2436개의 삼각형과

확산팩터 M=5인 모델이다. 표면 텍스처를 표현하

는 지수는 M=5이고, 윗방향 삼각형요소는 36540

개, 아랫방향 삼각형요소는 24360개이다.

Occlusion effect의 look-up table이 구해지면, 이

를 반영하여 k번째 확산재질을 갖는 삼각형 요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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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ular spectrum을 구한다. Occlusion look-up

table은 다음 식 (17)과 같다.

식 (17)의 occlusion look-up table을 광파 모델

에 적용하면, 다음 식 (18)과 같은 최종적인 이미지

광파 angular spectrum 표현을 얻게 된다. 

이의 대역 좌표계 표현은 식 (19)와 같다.

3D 오브젝트의 이미지 광파의 angular spec-

trum 표현은 식 (20)이다. 공간상의 이미지 광파

분포는 식 (21)와 같다.

<그림 12>는 삼각형 메쉬 3D 표면 모델의 이미지

<그림 11> 삼각형 메쉬 3D 모델

(17)

(18)

(19)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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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파 분포로부터 CGH를 얻는 푸리에 변환 광학 시

스템의 셋업이다. 시스템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

태의 홀로그래픽 3D 이미징 광학계들이 있으며, 이

에 따라 최적화된 형태의 CGH 계산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간단한 푸리에 변환 광학계에서의 CGH

합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림 12>에서 나타낸 봐와 같이, 초점 거리가 f

인 푸리에 렌즈를 통해 형성되는 (u,v) 평면상에서

의 광파 분포를 구해보면 식 (22)임을 알 수 있다. 

이 평면에서의 광파 분포는 실제로 삼각형 메쉬

3D 표면 모델의 이미지 광파의 angular spectrum

표현과 식 (23)과 같은 등가 관계를 갖게 된다.

이 광파 분포를 CGH를 통해 기록했다고 가정하

면, 초점거리가 f인 렌즈를 가지고 CGH 면 상의 변

조된 광파를 푸리에 변환하여 이미지 광파를 복원

할 수 있다. 복원된 공간 광분포는 식 (24)와 같다.

위 식에서 이상적인 복소변조 공간 광변조기를 사용

하여 복소 홀로그램을 생성한다면, 이론적으로 완벽한

3D 홀로그래픽 이미지 광파를 재생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상 공간 광변조기

(phase-only spatial light modulation)로 3D 이미지

광파를 표현하는 경우, 공간 광파 분포는 식 (25)와 같다.

<그림 12> CGH 획득 광학계

(22)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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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파의 angular spectrum을 다이나믹하

게 조절이 가능한 공간 광 변조기(spatial light

moudlator : SLM)에 홀로그램으로 기록(일반적으

로는 위상 정보만을 기록)하고 이를 재생하는 방식

으로 다이나믹 3D 홀로그래픽 이미지를 디스플레

이할 수 있다.

<그림 13>, <그림 14>에서는 본 고에서 확립한

CGH 계산 이론을 통해 얻은 CGH 패턴과 홀로그

래픽 3D 이미징의 시뮬레이션 결과 및 실험결과를

보였다. 그림에서 왼쪽 편의 붉은색 이미지는 컴퓨

터 시뮬레이션 결과이고, 오른쪽 편의 회색 이미지

는 실제 실험에서 얻은 결과이다. 초점 위치에 따른

초점-비초점 효과가 재현되는 것은 물론 이론과 실

험의 결과가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어, 앞에서

설명한 3D 이미지 광파 모델의 정확성을 가늠할 수

있다.

<그림 13> CGH 홀로그램의 재생 및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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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고에서는 삼각형 메쉬로 모델링된 3D 오브젝

트의 angular spectrum 표현 기반의 CGH 계산 이

론을 기술하였다. 렌티큘라 3D 디스플레이

(lenticular 3D display), 인테그럴 이미징 (integral

imaging)등의 멀티뷰 디스플레이들과 본고에서 논

한 홀로그래픽 3D 디스플레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회절에 의한 연속 시점의 성질을 갖는지의 여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최근의 super-multi-view 기법

을 통한 3D 디스플레이에서는 멀티뷰의 시야각 해

상도를 동공 크기보다 작게 하여 사람의 시각에 대

한 연속시점을 구현하려 하는데, 이는 멀티뷰 3D 디

스플레이에서 사람 눈에 준연속시점의 효과, 즉 초

점-비초점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accomodation-

vergence conflict 문제가 없는 자연스러운 3D 이

<그림 14> CGH 홀로그램의 재생 및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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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

다. 필자는 홀로그래픽 3D 디스플레이의 콘텐츠 개

발의 관점에서 표준화된 삼각형 메쉬 오브젝트 데

이터로부터 직접 CGH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제

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의 CGH 변환을 위

한 GPU 기반의 고속 계산 알고리즘의 구현 및 다

양한 텍스쳐 효과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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