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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실사 컬러 영상을 이용하여 디지털 컬러 홀로그램 비디오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전체 시스템은 크게 영상

의 획득을 위한 카메라 시스템과 각종 영상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카메라 시스템은 수직리그에 RGB 카메라와 깊이 카

메라로 장착한 형태이고, 두 이종 영상 데이터의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파장에 따라 투과율이 다른 콜드 미러(cold mirror)를 이용

하였다. 소프트웨어는 획득된 영상을 가공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엔진들과 GPGPU(general-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를 이용한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computer-generated hologram, CGH)으로 구성된다. 각 알고리즘들은 C/C++ 및 CUDA로 구현

되었고, 각 엔진들은 LabView 환경에서 통합되었다. 제안한 시스템은 약 6K개의 광원에 대해서 초당 약 10프레임의 컬러 홀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system which can generate digital holograms for natural color scene. The system consists of 
both a camera system for capturing images and softwares(SWs) for various image processings. The camera system uses a vertical 
rig with a depth and a RGB camera and a cold mirror which has the different transmittance according to wavelength for obtaining 
images with the same view point. The S/W is composed by the engines for processing and servicing the captured images and 
computer-generated hologram (CGH) for generating digital holograms using general-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 
(GPGPU). Each algorithm was implemented using C/C++ and CUDA languages, and all engines were integrated in LabView 
environment. The proposed system can generate 10 digital holographic frames per second using about 6K light sources. 

Keyword : digital hologram, video service, depth camera, RGB camera, cold mirror, vertical rig, computer-generated 
hol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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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홀로그램은 빛의 세기뿐만 아니라 위상정보까지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의 3차원 입체상을 공간에 자연스럽게

재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영상 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1]. 최근 들어 3차원 입체 디스플레이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홀로그램 비디오를 이용한 홀로그래픽 방송 및 TV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기초적인 수준이

지만 홀로그래픽 TV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었다
[2][3]. 

홀로그래픽 TV에 대한 연구는 크게 디지털 홀로그램의 획

득과 디스플레이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디지털 홀로그램

의 획득에 대한 논의에 집중한다. 디지털 홀로그램을 획득

하는 것은 광학적으로 촬영하는 방법과 컴퓨터 생성 홀로

그램을 이용하여 생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드웨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홀로그램 비디오

를 생성하는 기법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어 왔다
[4-6]. 이러

한 연구들은 디지털 홀로그램을 얼마나 빨리 생성하여 비

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홀로그램을 고속으로 생성하여 실시간의 홀로그래

픽 비디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7][8].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디지털 홀로그램을 고속으로 생성하

는 연구들은 FPGA 기반의 방식
[9~11]

과 GPU 기반의 방식
[12][13]

으로 나누어진다. FPGA를 이용하면 GPU 방식에 비

해서 높은 성능을 가질 수 있지만 구현과정이 매우 복잡하

고 개발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한번 구현

하면 구조를 변경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어렵다. GPU를

이용한 방식은 FPGA 기반의 방식에 비해서 구현이 비교적

쉽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GPU를 이

용하여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방법과 이로부터 얻어진 홀

로그램을 재생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디지털

홀로그램 비디오를 위한 표준적인 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RGB와 깊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객체의 3차원 광원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

여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RGB와 깊이 카메라를 광축과 시점을 일치시켜서 수직으로

배치하고, 콜드 미러를 이용하여 가시광선 파장 영역의

RGB 정보와 적외선 파장 영역의 깊이 정보를 독립적으로

획득함으로써 동일한 시점의 RGB 영상과 깊이 영상을 얻

는다. 획득된 영상들은 보정 및 전처리 영상처리 과정을 통

해서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는데 적합한 형태로 가공된

다. 획득된 광원 정보는 다수 개의 GPU를 이용하여 디지털

홀로그램으로 생성된다. 또한 시청자의 능동 및 수동적인

조건에 따라 중간 시점의 홀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하고자하는

홀로그래픽 비디오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광원 정보 획득이 가능한 카메라 시스

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4장에서는 제안하는 카메라

시스템에 사용된 홀로그램 생성에 대해 설명한다. 5장에

서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실험을 수행하여 실험 결과 및

성능을 나타내고, 이를 토대로 6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홀로그래픽 비디오 서비스

본 장에서는 디지털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디오 서비스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제안한다. 

1. 서비스 시나리오

광학적으로 홀로그램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

법이겠지만 시스템 구성과 촬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홀로그램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입체(깊
이) 정보가 필요하다. 깊이 정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획득이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최근에 널리 사용되는 깊이 카메라를

이용한다. 또한 대상에 대한 밝기와 색차 정보를 얻기 위해

서 RGB 카메라를 함께 사용한다. 이렇게 얻어진 광원에

대한 공간적인 정보는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 과정을 통해

서 홀로그램으로 변환된다.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것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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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 시스템
Fig. 3. The generation system of digital hologram

비스를 제공하는 송신측(TX)에서 수행할 수도 있고, 수신
측(RX)에서 수행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부가

설명과 논의가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수
신측에서 CGH를 수행할 경우에는 홀로그램이 아닌 광원

정보가 전송된다. 디지털 홀로그램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

이 장치를 통해서 재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그림

1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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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디지털 홀로그램을 이용한 비디오 서비스
Fig. 1. Video service using digital hologram

그림 1에서 보인 것과 같은 CGH 기반의 디지털 홀로그

래픽 기술을 이용한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다
[14]. 이러한 시스템

중에서 그림 2는 RGB 카메라와 깊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사 홀로그램을 생성하고 재생하는 방식이다.  

그림 2. 실사 영상을 이용한 홀로그램 서비스 시스템
Fig. 2. The holographic service system for natural picture 

이 시스템은 CGH 과정을 송신부(Encoder)와 수신부

(Decoder) 중에서 어디에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CGH를 송신부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홀로그램 자체를압축하고, 수신부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광원정보를압축한다. 그림 2의 시스템은 제약된 촬영 환경

하에서는 우수한 홀로그램을 얻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 깊

이 카메라의 촬영 거리 및 적외선의 간섭/산란등의 문제로

인해 높은 해상도와 화질을 갖는 깊이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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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5. 카메라 시스템의 구조 및 동작 (a) 앞 (b) 옆, (c) 촬영한 사진
Fig. 5. The structure and operation of the camera system (a) the front, (b) the left, (c) the captured picture

2. 전체 시스템의 구조

제안한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과 복원 시스템의 구조를

그림 3과 그림 4에 각각 나타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송

신부에서 CGH 과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림 3의 생성

시스템은 수직 리그 방식의 카메라 시스템(Vertical Rig 
Camera System), 보정(Calibration and Rectification), 시점

합성(View Synthesis), 그리고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 과정

(Computer-Generated Hologram)으로 구성된다. 그림 4의
복원 시스템은 SLM(spatial light modulator)를 이용하여 디

지털 홀로그램을 재생하거나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없

을 경우에 2D, 3D 스테레오, 혹은 다시점 영상으로 재생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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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광원 정보 획득

1. 카메라 시스템

고품질의 홀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실제

거리 정보를 잘 표현하는 고화질의 깊이 정보와 빛의 세기

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깊이 정보의 질이 나쁠경우에는좋

은 홀로그램이 생성되지않는다. 따라서 고화질의 깊이 정보

와 빛의 세기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카메라 장치가 필요하

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깊이 카메라와 RGB 카메라를

수직리그에 장착한 카메라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깊이 카메

라에 입력되는 파장은 적외선이고 RGB에 입력되는 파장은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이 두 파장 대역을 분리하기 위해서

특수한 콜드 미러를 제작하였다. 그림 5에 카메라 시스템의

구조 및 동작을 나타내었다. 2쌍의 깊이 및 RGB 카메라를

사용하였고, 45도로 배치된 콜드 미러를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평행식으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구조로부터 깊이

영상과 RGB 영상은 동일한 광축과 시점을 갖는다. 
거리 정보를 획득하는데 이용되는 깊이 카메라의 IR 파

장은 약 850nm [Hz]대역이기 때문에 그림 6과 같은 특성의

반사율을갖는 콜드 미러를 제작하였다. 콜드 미러의 필터

링 동작은 완벽할 수 없고, 광파들은 완벽히 분리할 수 없

다. 따라서 IR 혹은 RGB 중에서 어느 한쪽은 약간의손실

이 발생한다. 실험을 통해서확인한 결과, IR 대역에손실이

발생하면 거리를 측정하는데 오차가 발생하여 거리 정보에

왜곡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깊이 정보를 이용하면 고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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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GH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가시광선 대역의 손

실에 의해 발생하는 색감의감소는 홀로그램을 생성하는데

큰문제를 일으키지않고, 여러 영상처리 방법을 통해서충

분히 상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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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콜드 미러의 반사율 특성
Fig. 6. The reflectance of the cold mirror

2. 보정

일반적으로 3D 영상 시스템에서 수직리그를 사용할 경우

에 두 카메라 사이에 보정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보정

뿐만 아니라 그림 5의 카메라 시스템에서는 카메라의 종류

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보정들도 필요하

다. 이러한 문제들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깊이 영상과 RGB 영상 사이의 렌즈 왜곡

깊이 영상과 RGB 영상의 해상도

깊이 영상과 RGB 영상의 크기

두 카메라 쌍 사이의 깊이 및 RGB 영상의 차이

두 카메라 쌍 사이의 기하학적 불일치

깊이와 RGB 카메라는 동일한렌즈를 사용할 수없기 때

문에 두 카메라에서는 다른렌즈왜곡이 발생한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깊이 영상을 기준으로 하여 RGB 
영상의 렌즈 왜곡을 수정한다. 두 카메라 쌍은 물리적으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입력되는 광이 다를 수 있다. 또한

다른 변조주파수를 사용하는 두 깊이 카메라 사이에 미세

한 깊이 측정에 대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깊이

영상과 RGB 영상에 대한 보상 과정을 개별적으로 수행한

다. 깊이와 RGB 카메라 내부의 CCD 센서의 크기 및 화소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깊이와 RGB 영상을 동일하게 잘라

내기 위해서는 해상도의 조절이 필요하다. 이때 카메라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위치 및 각도의왜곡을 동시에

보정한다. 보정된 두 쌍의 영상들 사이의 기하학적인 불일

치를 조절한 후에 홀로그램으로 생성할 객체를 추출한다. 
그림 7에 이러한 과정을 요약하였고, 보정된 결과 영상을

그림 8에 나타냈다. 그림 8에서왼쪽은확대한 깊이 영상이

고, 오른쪽은 RGB 영상을 나타낸다. 

2 view-point depth + RGB image acquisition

Lens correction between depth and RGB camera

Illumination and depth compensation

Optical angle/resolution/size adjustment

Rectification between two image sets

Object extraction

Depth+RGB camera view 1 Depth+RGB camera view 2

Rectified depth+RGB view2Rectified depth+RGB view1

그림 7. 입력 영상의 보정 및 전처리 과정
Fig. 7. The rectification and pre-processing steps for the input images

그림 8. 영상의 보정 (위쪽 : 왼쪽 시점, 아래쪽 : 오른쪽 시점) (a) 확대한
깊이 영상 (b) RGB 영상
Fig. 8. The rectification of the images (top : left viewpoint, bottom : 
right viewpoint) (a) the magnified depth images, (b) the RGB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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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시점 생성

레이저와 같은 광원을 사용하는 홀로그램 시야각이 좁

다. 이러한 단점을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다시점

의 광원 정보를 생성하여 다시점의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시청자의 위치 혹은 요구에 따라서 시점

을 결정한후에 해당 시점에서의 광원 정보를 생성하고 이

를 이용하여 홀로그램을 생성한다. 그림 9에는 왼쪽 및 오

른쪽정보를 이용해서 임의의 시점에 대한 깊이와 RGB 정
보를 생성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9. 중간시점 생성 결과 (a) 왼쪽 시점, (b) 오른쪽 시점, 및 (c) 생성된
시점의 영상

Fig. 9. IVR results (a) the left, (b) the right, and (c) the rendered view

Ⅳ. 홀로그램 생성

홀로그램은 물체파와 기준파를 간섭시켜서 만드는 광학

적인 패턴인데, CGH는 위상은 다르면서 파장은 같은 두

광파의 간섭현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으로, 식 (1)에
나타내었다. 홀로그램이나 물체평면의 크기( )에

비해 홀로그램과물체와의 거리()가충분히 크면 식 (1)

을 식 (2)로 간략화 할 수 있다. 는 물체평면의 좌표

(  )의 광원(빛의 세기 )이 홀로그램평면의좌표

()에 미치는 간섭영향을 나타내고, 와 는 홀로그

램평면의 화소크기와 물체평면의 화소크기를 각각 나타낸

다. 간섭현상을 일으키는 두 광파는 동일한 파장()을갖는

다.

  


 cos
   

    
  

 

 (1)

 ≈ 


 cos







   

    
  


 (2)

CGH를 이용하여 컬러 홀로그램을 생성한다면 식 (2)는
R, G, 및 B 성분에 대해서 세 번 수행해야 한다. R, G, 및
B 성분을 위한 홀로그램은 각각 다른 파장의 광원을 사용하

기 때문에 동일한 연산으로 수행될수없다. 식 (2)에서 에

다른값이 사용되어 , , 및 를 따로구한다. 공간

적인 위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는 R, G, 및 B 성분이 모두 동일한 연산 결과를 사용한다. 




와 


의 연산 결과는 각 색차 성분 별로 각각

256개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매번 연산을 하는 것보다는

룩업데이블(look-up table, LUT)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이좋다. 이와 같은 연산은 GPU 내부에서 수행되고, 그 동

작을 그림 10에 도식적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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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GPU의 동작
Fig. 10. The operation of the GPU

식 (2)의 CGH는 속도를 위하여 4개의 GPU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깊이와 RGB로 구성된 광원 정보 중에서유효

한 광원만 4개의 GPU에 나누어 입력한다. 입력된 광원을

이용하여 각 GPU는 중간 홀로그램을 연산한다.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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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에서 합쳐진 후에 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홀

로그램으로 생성된다. 다중 GPU를 이용하여 병렬적으로

CGH를 수행하는 과정을 그림 11에 나타냈다. 

GPU 1

GPU 2

GPU 3

GPU 4

Valid light 
source

Light source 
information

(RGB, depth)
Parallel GPUs

Intermediate holograms

Final 
hologram

R
G

B

R
G

B

R
G

B

R
G

B

그림 11. 다중 GPU를 이용한 병렬처리 방식
Fig. 11. The parallel processing method using multiple GPUs

Ⅴ. 실험 및 결과

구현한 카메라 시스템은 수직 리그에 두 쌍의 깊이 및

RGB 카메라를 장착한 후에 중간에 콜드 미러를 삽입하

였다. 표 1과 표 2에 각 카메라에 대한 특성을 요약하였

다. 

Item Specification

Resolution 176×144

Distance range Max. 10m (using 5m)

Frame rate Max.50 fps (using 30 fps)

Distance measurement IR time of flight (ToF)

Interface USB

Modulation frequency 30MHz

Wavelength 850nm

표 1. 깊이 카메라의 특성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pth camera

깊이 카메라의출력영상에 대한 해상도가 176×144이기

때문에 RGB 영상을 176×144의 크기로 조절한 후에 잘라

내어서 사용한다. 

Item Specification

Resolution Max.1,920×1,080

Color mode RGB 24 bits

Frame rate Max.31 fps

Interface IEEE 1394b - 800 Mb/s

표 2. RGB 카메라의 특성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RGB camera

보정 및 중간 시점 생성의 단계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은 C/C++ 및 OpenCV로 구현하였고, CGH와 S/W 방식의

복원은 CUDA 언어로 구현하였다. 이러한 S/W 엔진들을

라이브러리화한 후에 LabView에서 함수로 이식하여 통합

하였다. 홀로그램 영상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광학장치를

이용하였고, 또한테스트를 위해서 S/W 방식으로 복원하였

다. 이를 위해 표 3과 같이 두 종류의 파라미터들을 이용하

여 실험하였다. 첫번째는 S/W 방식의 복원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광학적인 복원을 위한 것이다. 

Parameter Specification

Optic

Distance 100cm

Hologram Size 1,920×1,080

Pixel Pitch (p) 8μm

Wavelength (λ) 532nm (Green Laser)

S/W

Distance 100cm

Hologram Size 1,024×1,024

Pixel Pitch (p) 10.4μm

Wavelength (λ) 633nm (Red Laser)

표 3. 실험을 위한 파라미터
Table 3. The parameters for the experiment

표 3의 특성을 갖는 공간 광 변조기(spatial light modu-
lator, SLM)를 이용하여 생성한 홀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한

결과 일부를 그림 12에 나타냈다. 사용된 광학 시스템은참

고문헌 [14]를참고하기바란다. 그림 12의 광학 촬영 결과

에서는포커싱과 디포커싱의 통해 홀로그램이 제공하는 자

연스러운 입체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b)와 (c)를 비

교해 보면 손의 모양이 얼굴과 유사한 거리에서는 또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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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얼굴앞쪽의 거리, 즉초점이맞지않는 거리에서는흐릿

해지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a) (b) (c)

그림 12. 광학촬영 결과
Fig. 12. The captured images of the optical reconstruction

S/W적인 복원 방법은 홀로그램을 2차원 영상으로 취급

하여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2차원으로 복원하는 것이라

미리 설정한 특정 거리에서만 복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복원될거리를 지정해준후그 거리의평면에 맺히는 2차원

영상을 얻는다. 이를 위해 식 (3)에 정의된 Fresnel 변환을

이용하였다[15]. 

   




   

 

   


 


 

 (3)

여기서 와 는 각각 복원된 영상과 홀로그

램 영상의 화소값을 나타내며,     이다. 는 복원

영상의 깊이값을 나타내며, 는 사용한 광파의 파수(wave 
number)를 나타낸다.
본 연구팀은 컬러 홀로그램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광

학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림 12과 같이 하나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광학적으로 복원하였다. 그러나 S/W적으로는 세

개의 레이저을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컬러 홀로그램

의 복원이 가능하다. 그림 13에 동일한 객체 대한 S/W 복원

결과를 나타냈다. 
디지털 홀로그램 비디오 서비스 시스템의 성능은 주로

CGH 과정의 수행 시간에 좌우된다. CGH 수행 시간은 광

원의 개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실사 영상으로부터 획득

되는 광원의 개수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CGH 수행시간도 함께 변화한다. 구현한 시스템은

약 6K 개의 컬러 광원에 대해서 약 90에서 100ms의 수행시

간이 소요된다. 즉, 초당 약 10 프레임의 HD급컬러 디지털

홀로그램 서비스가 가능하다. CPU의 멀티 쓰레드를 사용

하기 때문에 카메라 입력, 보정, 중간 시점 생성, 및 그밖의

여러신호처리 엔진들이병렬적으로 수행한다고 해도 동작

들 간의 순차적인 관계로 인해서 완벽한 병렬처리는 되기

어렵다. 따라서 약 95ms의 수행시간에는 이러한 동작들의

수행시간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S/W를 이용한 컬러 홀로그램 복원 결과
Fig. 13. The color hologram reconstruction result using S/W

Ⅵ.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사 영상을 이용하여 컬러 디지털 홀로

그램을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구현한 시스

템은 깊이 카메라와 RGB 카메라를 수직으로 배치하고, 영
상 정보는 콜드 미러를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입력된 영상

은 보정 및 중간시점 생성과정을 거친 후에 CGH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홀로그램으로 변환되었다. 전체 시스템은

약 6K의 광원에 대해서 약 90~100 프레임의 디지털 홀로그

램을 생성할 수 있었다. 
구현한 시스템은 차세대 디지털 홀로그램 방송 영상 시

스템 등을 위한 것으로추후에도 많은 개선과 연구를 수행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연구와 개발에 대한 국내

연구가 많지않은 상황에서 차세대 영상 시대를 위해 여러

분야의 연구와 개발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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