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현재 입체영상 서비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스테레오스코픽(Stereoscophic)이나 다시점(Multi-view) 3D와 달

리 주어진 관찰각도에서 관찰자의 위치에 따른 입체영상을 볼 수 있

다. 또한 입체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장치가 물리적 매체가 아닌 공

간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최근 홀로그래피, 홀로그램이

란 용어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면서 해당기술의 본질적인 의미

가 상당히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본 기고에서는 일부에서 변질

/왜곡하여 사용하고 있는 “유사한 홀로그래피(Fake holography)”

가 아닌 간섭현상(Interference)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후 이를 컴

퓨터에서 계산하여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컴퓨터 생성 홀로

그램(Computer-Generated Hologram, CGH) 기술을 다룬다. 특

히, 국내외의 연구개발 결과 중에서 전용 하드웨어나 범용 프로세서

등을 이용해 CGH 연산을 고속화하는 기술에 중점을 두었다.

I. 서 론

인간의 착시현상을 이용해 허공에 입체영상을 띄

우는 홀로그램 원리는 이미 19세기 후반에 등장했

다[1]. 1870년대 영국에서는 거울과 투명한 막을 교

묘하게 설치하면 빛이 반사되면서 허공에 무엇인가

떠있는 듯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기술은 극

장에서 귀신놀이를 하는 데 활용돼 화제를 모았고

‘페퍼스 고스트(Pepper’s Ghost)’라고 불렸다. 현대

적인 홀로그램은 두 개의 광파가 만나 일으키는 빛

의 간섭효과를 이용한 3차원 이미지를 기록하는 것

이다. 

2010년은 TV도 영화도 입체영상을 보여주는 3D

가 대세이다[2]. 그렇다면 원근감이 느껴지는 3D

TV의 입체영상과 홀로그램의 차이는 무엇인가? 홀

로그램은 좌/우안에 강제적으로 해당 영상을 주입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간상에 3차원 입체영상이 맺

힘으로써 주어진 각도 내에서는 시청하는 위치에

따라 해장 각도에서의 입체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이다. 즉 어떤 위치에서는 사물의 왼쪽이 보이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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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옮기면 정면과 오른쪽 모습이 보인다. 현재 출

시되는 3D TV는 편광안경을 써야만 원근감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3D TV에 비친 영

상은 위치를 옮겨도 다른 모습이 등장하지는 않는

다. 하지만 홀로그램은 원래의 3차원 입체상을 공

간상에 정확히 재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입체

시각 시스템이다[3].

이처럼 압도적인 현실감을 구현하는 홀로그램의

가장 큰 단점은 실제 크기의 입체영상을 구현하려

면 대형 광학설비가 필요하며 기존 영상매체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요구한다는 것이다[4,5]. 하지

만 최근 광통신 데이터 전송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홀로그램 전용스크린과 같은 광학설비 가

격도 크게 저렴해지고 있어 홀로그램의 대중화는

그리 멀지는 않다. 

홀로그램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2020년 이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15

년경부터 홀로그램 획득기술을 필두로 표준화 작업

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로드맵

은 기 연구를 진행 중인 선진국들의 홀로그램 연구

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2015년 이전에 홀로그램에

대한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아야 그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기술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기고에서는 디지털 홀로그래피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CGH 연산을 고속으로 수행하는 국내외

의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CGH 연산방법의 발전방향을 예측하고자 한다.

II. 컴퓨터생성 홀로그램

광학장비를 이용해 아날로그 홀로그래픽 필름에

간섭패턴을 기록하는 방식을 아날로그 홀로그래피

라고 정의한다면, 아날로그 필름 대신 전자장비

(CCD 카메라와 같은 영상획득 장치)를 이용해 간섭

패턴을 기록(디지털 홀로그램)하여 처리 및 전송하

여 입체영상을 공간상에서 재생하는 방식을 디지털

홀로그래피라고 한다[6]. 여기서 간섭패턴을 획득

하는 과정, 즉 물체파와 기준파의 간섭에 의해 생성

되는 간섭항을 계산함으로써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상적인 특성을 가진 객체를 제작하거나 이상적인

것이 대비한 현실 객체의 특성실험 등을 위해 개발

된 방식이 CGH이다[7]. 

CGH는 식 (1)과 같이 정의되는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홀로그램의 위상으로부터 홀로그램의 강

도(Iα)를 얻는 방법이다. 여기서 N은 3차원 객체의

광원수를 뜻한다. k는 참조파의 파수로 2π/λ로 정

의되고 λ는 사용된 파의 파장을 나타낸다. xα와 yα

는 홀로그램내의 위치를 뜻하고 xj, yj, 및 zj는 3차

원 객체의 위치를 나타낸다. p는 픽셀의 크기를 나

타낸다.

(1)

식 (1)에서 제곱근은 xαj, yαj≪zαj의 조건인 경우에

식 (2)와 같이 Fresnel 근사를 통해서 근사될 수 있

다[8]. xαj와 yαj는 각각 xαj=xα-xj 및 yαj=yα-yj로 정의

된다.

(2)

식 (2)를 이용하여 식 (1)을 다시 정리하면 식 (3)

과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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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CGH 연산은 식 (3)의 수식을 3차원

정보와 생성할 디지털 홀로그램의 해상도를 고려해

반복연산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상당하

다. 이처럼 CGH 연산량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프트웨어로 CGH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드웨어로 구현되어야 하며, 지

금까지 CGH를 위해 하드웨어를 활용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GPU(Graphic

Processing Unit)기반의 소프트웨어 방식[9-13]과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기반의

하드웨어 칩 구현 방식[14-18], 여러 대의 PC를 이

용한 방식[19,20] 등으로 나누어진다. GPU를 이용

한 방식은 FPGA 기반의 방식에 비해서 구현이 비

교적 쉽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단

순히 다수의 GPU를 병렬적으로 사용하거나 고성

능 GPU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능개선

을 기대할 수 있다. FPGA를 이용하면 구현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개발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한번 구현하면 구조를 변경하거나 성능

을 개선하기 어렵다. 그러나 GPU 방식에 비해서

성능은 수십에서 수백배 가랑 높은 성능을 갖는다.

여러 대의 PC를 이용하는 방식의 경우 상당한 하드

웨어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과 공간적인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III. 국내 연구동향

국내에서는 광운대, 한양대, 전자부품연구원

(KETI)에서 CGH를 고속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광운대에서는 CGH 연산방식이 가로

방향과 세로방향이 동일하다는 특성을 분석하여 연

산횟수를 줄이는 방법[7]과 N-LUT(Noble-

Lookup Table)을 이용해 고속으로 디지털 홀로그

램을 생성하는 방법[21]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기

법을 깊이정보 비디오 프레임에 적용하여 홀로그래

픽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CPU를 기반으로 CGH 알고리즘을 고속화하는

기법의 경우 홀로그래픽 비디오 서비스와 같이 실

시간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FPGA와 같은 범용 프로

세서를 타겟으로 CGH 프로세서를 하드웨어로 설

계하여 CGH 계산속도를 더욱 향상시킨 연구결과

도 발표되었다[17,18]. 

한양대에서는 GPU에서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

는 과정을 여러개의 독립적 처리로 병렬화 하여 고속화

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이 기법은 디지털 홀로그램의

고속 재생을 위해 중간과정에서 GPU상의 고속 메모리

사용을 극대화하고, 알고리즘 구현을 최적화하여 CPU

대비 연산속도를 약 64배 정도 개선하였다[13].

기관 구현 매체 연구내용

CPU

● CGH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디지털 홀로그램의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의 연산 중복성을 찾고, 이를 이용해 전체

연산시간을 30%정도 감소시킴

광운대
● N-LUT기법을 이용해 CGH 연산속도를 증가시키는 연구 수행

FPGA

● CGH 연산의 실시간성을 확보하기 위해 4개의 FPGA를 기반으로 0.205초에 한 장의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

하는 고속 CGH 프로세서 설계

● FPGA를 기반으로 1408x1050 크기의 홀로그램을 최대 초당 47 프레임씩 생성하는 고속 CGH 프로세서 설계

한양대 GPU ● GPU를 이용한 고속 CGH 프로세서 개발

KETI
CPU ● 코히어런트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 방식을 사용하여 디지털 홀로그램을 고속으로 생성

GPU ● GPU를 기반으로 CPU 대비 약 100배정도 연산속도를 향상시킴

<표 1> CGH 고속화 기술을 연구하는 국내기관 및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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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에서는 Depth 카메라에서 획득된 2차원 실

사 영상 및 실물에 대한 깊이 영상을 디지털 홀로그

램 생성을 위한 3차원 정보(point cloud) 추출에 사

용하였다. 추출된 3차원 정보는 고속 디지털 홀로

그램 생성 알고리즘인 코히어런트 홀로그래픽 스테

레오그램 방식을 사용하여 고속으로 디지털 홀로그

램을 생성하였다[22]. 또한 GPU를 타겟으로 코히

어런트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연산속도를 높이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12]. 

IV. 해외 연구동향

1. 북미

북미에서는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MIT Media Lab의 Spatial

Imaging Group(지금은 Object-based Media

Group)은 고속 CGH를 위한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

한 연구그룹이다. AOM(Acouto-Optic Modula-

tor)과 LCD 방식을 이용하여 홀로그램 동영상 재생

시스템인 ‘ HoloVideo’ 를 개발하였으며, 디지털 홀

로그램형 5인치급 3D 동영상을 시연하였다[23]. 여

기서는 HPO(horizontal-parallax-only) 방식의

CGH 기법을 이용해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LUT(Look-up

Table)방식과 parallel supercomputer를 이용해

10,000 point의 light source 영상으로부터 1초에

한 장씩 디지털 홀로그램(해상도: 6M)을 생성하였

다. 또한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 햅틱 홀로그램

등 다양한 홀로그래피 응용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그림 3>과 같다. MIT에서는 CW 레이저를 사용하

고 있어 AOM에서 음향파의 진행에 따른 상의 흐름

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회전다면경을 사용한다.

MIT Media Lab은 개인용 컴퓨터에서 실시간 홀로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목표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그림 1> MIT Media Lab의 holoVodio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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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주로 GPU를 이용한 고속 CGH 프로세서 개발

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유럽

유럽에서는 프로젝트 그룹인 3DTV NoE를 주축

으로 홀로그래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LMLG에

서는 30개의 P3/800Mhz CPU 사용하는 실시간 디

지털 홀로그램 생성기를 개발하였고, MPI에서는

PC에 사용되는 그래픽 프로세서(Geforce 7800)를

이용하여 실시간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기를 개발하

였다[9]. Bilkent 대학에서는 GPU를 기반으로 <그

<그림 2> Bilkent 대학의 홀로그래픽 연구결과

<그림 3> SeeReal사에서 제안한 Sub-hologram의 개념도와 Visio 20

Object point

Virtual viewing window

3D scene
Sub-hol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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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2>와 같은 SLM 기반의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과 원형 스크린을 이용한 volumetric 홀로그

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12].

SeeReal에서는 세계 최초로20인치급 홀로그래픽

프로토타입 디스플레이 장치인 ‘ VISIO20’ 을 개발

하여 출시하였는데(<그림 3>), 이 시스템의 경우

GPU를 이용하여 시청자의 시점을 추적한 후 시점

에 해당되는 sub-hologram을 고속으로 생성하여

디스플레이한다.[24].

3. 아시아

일본 Nihon대학의 Yoshikawa교수는 root연산

을 Taylor 전개를 통해 변형한 후 CGH 수식의 근

사화를 통해 고속화 알고리즘을 정리하였다[8]. 이

연구는 최근 연구되고 있는 고속 CGH 알고리즘들

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가치

가 있지만, 연산속도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일본의 RIKEN과 치바대에서는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를 사용한 실시간 홀

로그래픽 시스템을 제작하였고[14], AMD의 GPU

를 기반으로 하여 이전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

을 사용하면서 GPU 프로그래밍 기법을 활용하여

고속화하였고, HD크기의 홀로그램을 0.31초당 한

장씩 생성할 수 있었다. [15]에서는 4개의 Xilinx

FPGA (XC2VP70)를 사용하는 전용 PCB 보드를

제작하여 Fresnel Transform CGH를 구현하였다.

홀로그램의 x축 해상도만큼의 단위 연산기를 병렬

로 배열(1,408개)하는 구조를 가지고 166MHz의 클

록 주파수에서 한 프레임의 홀로그램을 0.0679초

에 생성할 수 있다. 또한 R, G, B의 LED를 이용한

컬러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

다(<그림 4> 참조). 

싱가폴대는 CGH 수식을 exponent 함수를 이용

한 복소형태로 변환한 후에 연산을 분리하는 알고

리즘을 제안하였다[10]. 분리된 항을 각각 LUT

<그림 4> Chiba대학의 FPGA 기반 실시간 컬러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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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든 후에 연산을 고속화시켰고, 이를 nVidia

의 GPU로 구현하였다. 1,000(1K)개의 object

point를 갖는 객체에 대해 1024×768크기의 홀

로그램을 0.3초당 한 장씩 생성할 수 있었다. 중국

Zhongshan 대학의 Wang은 3D mesh-model을

기반으로 GPU를 이용해 CGH를 수행한 연구를 발

표했다[25]. 

V. 결 론

본 기고에서는 최근 급격히 관심이 증가하는 디

지털 홀로그래피의 핵심기술인 디지털 홀로그램 생

성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개발 동향을 소개하였다.

CGH 관련 연구의 최대 화두는 “연산의 고속화”이

고, 이를 위해 GPU, FPGA와 같은 범용 프로세서

를 이용하는 방법과 다수의 PC를 연결하여 실시간

성을 확보하는 기술들이 발표되었다. 

앞으로 평면 디스플레이 장치를 대체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전망은 입체시를 중요시하

는 다시점 디스플레이와 화면 해상도가 증가함에

따른 현장감/몰입감의 증가를 중요시하는 UHD

(ultra-high definition) 디스플레이 등으로 분분한

실정이다. 하지만 그 이후의 디스플레이 기술은 홀

로그래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한다. 이처럼 디지털 홀

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디지털 홀로그램의 생성시

간,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 기술, SLM 제조 기술의

발전 등이 수반된다면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위한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다가올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대

에 대비하여 국내 대학, 산업체, 연구소에서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가치 있는 지적재

산권을 선점하여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국

내 업체들이 선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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