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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고에서는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하

는 기술에 대해 기술한다.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은 먼저 스칼라 

회절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생성이 가능하며, 위상 분

포를 갖는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 또한 다양한 방법에 의해 실현

이 가능하다.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 분야에서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높은 계산복잡도를 갖는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을 가속

화하는 방법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

에 관한 기본 방법 및 가속화 방법 등을 나타낸다.  

Ⅰ. 서 론

기존의 사진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는 빛을 기록하는 장치

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여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빛의 모든 물리적 특성 및 빛의 파면을 기록할 수는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써, 광 감응 장치에 의해 빛의 강도 분포를 기

록한다. 이에 반해, 사물로부터 난반사된 빛의 파면을 완벽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사되는 빛의 방향 성분을 비롯한 모

든 물리적인 특성들이 기록 되어야 한다. 이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반사된 빛의 광 필드 분포 (light field distribution)가 기록 

되어야 한다.

기하광학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광 필드 분포를 표현할 

수 있는 간단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경우에 

적합한 광학적 모델로써 활용되어질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광 

필드 분포가 기록 되어질 수 있다면, 광 필드 분포를 손실 및 왜

곡 없이 재생할 수 있는 물리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광 필드 

분포를 기록 및 재생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이 여러 문헌에 의해 

발표되었다 [1].

Integral imaging은 기하광학에 기반한 light field imaging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여러 제한으로 인해, 완벽

하게 light field distribution을 기록 및 재생할 수 있는 방법

이라고 할 수 없다. 기하광학보다 좀 더 정확한 모델링이 가능

한 광학 모델은 파동광학이다. 공간상에 전파되는 빛의 특성

을 scalar wave field에 의해 모델링을 하는 것이다. 원하는 3

차원 객체에 대한 광학 정보는 wave field에 의해 전파되기 때

문에, 공간상에 전파되는 빛은 scalar wave field에 의해 표현

이 가능하다. 이러한 wave field는 기록 및 재생이 가능하기 때

문에, 원하는 3차원 객체에 대한 시각적 복원 및 재생이 가능하

다. 홀로그래피는 이러한 것이 가능한 대표적인 기술이다 [2]. 

3D imaging 또는 디스플레이를 목적으로 응용 시스템의 경우, 

이러한 scalar wave model에 의해 광파에 대한 정확한 표현 

및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홀로그래피는 optical wave field를 기록 및 재생할 

수 있는 기술로 여겨질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홀로그래피

는 3차원 객체로부터 난반사된 물체빔과 기록 및 재생에 활용

되는 참조빔간의 간섭 및 회절을 기반으로 3차원 객체에 대한 

정보 기록 및 재생을 하는 방법으로써, 다양한 광학 응용분야에

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홀로그래피 또는 홀로그

램이라는 용어는 물리적으로 3차원 객체를 광파에 의해 복원하

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홀로그램을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홀로그래픽 

프린터 등의 디지털 홀로그래피 응용 분야에 활용하기 될 수 있

는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 기술에 관해 나타낸다. 

Ⅱ.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 

홀로그램은 물체로부터 반사된 물체파와 일정 방향으로 입사

시켜주는 참조파와의 상호 간섭에 의해 형성되며, 이때 두 개의 

파가 간섭된 것을 홀로그래픽 간섭패턴이라고 한다. 이를 CCD 

등의 카메라에 의해 획득 또는 수치적 방법에 의해 생성된 간섭

패턴을 디지털 홀로그램이라고 하며, 수치적 방법에 의해 생성

하는 과정을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디지

털 홀로그램 생성 방법은 Rayleigh-Sommerfeld (R-S) 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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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Fresnel hologram과 Fourier hologram 등은 이를 이용

한 approximation 들이다.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할 때 가상

의 3차원 객체는 동일한 angular intensity distribution의 특

성을 갖는 자체 발광 포인트의 집합체로 간주되며, 이를 point-

cloud로 불린다.  

1. Rayleigh-Sommerfeld Integral 

R-S 적분을 이용한 방법으로써, 홀로그램은 평면에 위

치하며, 번째 점위치는 좌표값  이다. 각각의 

점들은 실수 값인 진폭 와 relative phase 를 갖는다. 복소

진폭 분포를 갖는 홀로그램 는 물체 포인트 수의 N 에 

따른 파동 중첩에 의해 결정된다. 

이 파장의 역수(파수) 는 로 정의되어지며, 여기

에서 는 자유공간파장이다. 

홀로그램 위의 물체 점 번째 포인트와 홀로그램 평면에서의 

위치 간의 사이 거리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만약, 참조파가 평행하게 진행한다면, 복소진폭 분포를 갖는 

참조파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에서, 은 복소진폭이며, 는 축의 참조파의 입사각이

다. 그리고 는 축의 참조파의 입사각이다.

홀로그램 평면 위의 모든 복소진폭 분포는 물체파와 참조파의 

간섭에 의해 형성되며, 로 나타내진다. 전

체 강도 패턴은 홀로그램의 실제 물체의 빛의 분포이다.

여기서 와 는 각각 , 의 복소켤레을 표시한다. 위 식

의 우변은 4개의 항으로 되어 있지만, 처음의 2항은 물체파 및 

참조파의 강도 분포로 거의 일정한 값이 된다. 뒤의 2항은 홀로

그램으로서의 간섭 정보를 가지고 있어, 컴퓨터로 간섭 패턴을 

계산할 때에는 이 2항만을 계산하는 쪽이 효율적이다. 이 2 항

만을 선택하여 변형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단, 참조파은 물체파의의 각도 로 입사하는 평면파라고 

가정한다. 위 식에서는 간섭 패턴 가 양과 음의 값을 갖

기 때문에, 화상으로서 출력하는 경우에는 값을 이동하여 항상 

양의 값을 취하도록 한다.

2. Fourier 홀로그램  

또 다른 근사법으로서 Fourier 변환에 의한 방법이 있다. 피

사체가 홀로그램과 평행한 면내에 존재하고, 홀로그램으로부

터 충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홀로그램 상에서 물체파의 

복소진폭은 피사체의 광 진폭 분포의 Fourier  변환으로서 구

해진다. 충분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조건은 수백 m이상이 

되는 것도 있지만, 렌즈를 이용하여 초점거리 f의 간격에 물체

나 홀로그램을 배치하면, 홀로그램의 기록 및 재생이 가능하다. 

Fourier  변환에 의해 구해진 물체파에 임의의 참조파 성분을 

더해 홀로그램을 계산한다. 2차원 영상을 입력으로 한 경우, 영

상의 진폭은 양의 값만을 취하기 때문에 그대로 Fourier  변환

을 하면 큰 직류분이 Fourier  스펙트럼의 중심에 나타나 주변

의 홀로그램 정보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낮추고 만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상의 진폭 값에 랜덤으로 +1 혹은 -1을 곱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영상에 랜덤 위상을 부가한다. Fourier  변환

을 이용하는 경우 피사체는 2차원 영상이다. 3차원 영상을 표시

하기 위해서는 물체를 깊이 방향의 다수의 단층면에서 표시하

거나, 홀로그램을 다수의 요소로 분할하여 홀로그래픽 스테레

오그램(holographic stereogram)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도 가

능하다. 

Ⅲ. 위상 전용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 

화소로 구성된 위상 전용 공간 광변조기의 완벽하지 못한 변

조 특성으로 인해 홀로그램 최적화 또는 홀로그램 코딩이 복원 

영상의 화질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이때 화질을 

계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강도 분포, 회절 효율, 복원 영상의 

오류 및 신호대잡음비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적합한 결과 측

정을 위해서는 여러 방법들을 병합하여 이용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3]. 일반적으로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을 위한 최적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분류될 수 있다. (i) Iterative 

transform algorithms (e.g. Gerchberg-Saxton algorithm 

(IFTA), Input-Output algorithm) [4,5,6] (ii) Direct search 

based methods (e.g. simulated annealing) [7,8,9] (iii) 

Geometry-based methods (e.g. finite mesh adaption) [10]

14 | 정보와 통신

주제 | 디지털 홀로그램 (CGH) 생성 기술



1. 위상 전용 디지털 홀로그램 최적화 방법 

Gerchberg-Saxton algorithm (iterative Fourier 

transform algorithm - IFTA)은 일반적으로 여러 분야에

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것은 소요된 연산 시간에 비

해 정확도가 높은 홀로그램 연산이 가능하며, 응용 시스템에 

따라 구현 및 확장이 쉽기 때문이다[4][5]. 그 외에도 Fresnel 

approximation등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인 IFTA

와 비교하여 Fienup 알고리즘[6]은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복

원 영상의 진폭의 피드백에 의해 빠른 속도로 수렴되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2차원 공간 광변조기로써, LCD 또는 LCoS등을 

이용하며, 이는 최소 6비트 이상의 양자화된 데이터를 이용하

기 때문에 알고리즘에서의 양자화 과정을 필요로 한다 [8][11]. 

기본 알고리즘의 3차원 확장 방법에 의해 전체 복원 영역에 대

해 처리가 가능하다 [12~16]. 좀 더 향상된 화질의 복원영상은 

direct binary search [7][8][9][17][18], threshold accepting 

[19], 또는 simulated annealing[18~22]과 같은 direct search 

method 기반의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의 접근 방법은 다양한 변수들로 인한 비선형 문제들을 

기존의 최적화 알고리즘에 의해 해결함으로써 명확한 최적의 

알고리즘을 찾는 것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써 전역 최적화 방

법을 이용하여 지역 수렴에 의한 정체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상당한 연산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최종적으로 최적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만일 어떠한 조건에서 적합한 화질을 필

요로 한다면, simulated annealing 또는 direct binary search

와 같은 direct search 방법을 이용하여 적합한 연산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홀로그램 생성의 최적

화를 위해 초기 값으로 랜덤 위상 분포를 이용한다. 이러한 랜

덤 분포를 이용하는 것은 IFTA를 위한 초기 값으로 이용함으로

써 빠른 수렴으로 인한 연산 시간의 이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direct search 방법을 이용한 최적화 알고리즘에서도 지역 수렴

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랜덤분포를 초기값

을 이용함으로써 효율 및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Genetic 알고리즘과 같은 좀 더 완벽한 direct search 방법들

을 이용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응용시스

템에 포함되는 많은 변수들이먼저 최적화가 되어야 한다. 실시

간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위한 디지털 홀로그램 연산의 가

속화는 전용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가능하다. 일반적인 전용 하

드웨어는 FPGAs [23~25], multi-core signal processors 

[26], 또는 멀티코어가 포함된 그래픽 카드를 [27~30] 이용해

서 구현을 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또 다

른 가속화 방법으로써 홀로그램은 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다수

의 독립된 홀로그램을 병렬로 생성 후 다중화 하는 방법에 의해 

가능하며, Montes-Usategui et al. [31] 및 Belloni [32]에 의

해 발표되었다.

 

2. 복원영상의 화질 평가 

 복원 영상의 화질 평가는 2차원 영상의 경우와 비교해 쉽지 

않다. 홀로그램에 포함된 위상 특이성은 스펙클 노이즈를 야기

한다. 이러한 스펙클 노이즈는 효과적인 해상도를 감소시키며, 

복원 영상의 주관적 화질 열화에도 영향를 미친다. 이를 감소시

키는 대표적인 방법인 시간 평균화 방법은 아날로그 기반의 홀

로그래피 및 SLM을 이용하는 디지털 홀로그래피에서도 주로 

사용 된다[33][34]. 가시광선 내에서 발생되는 스펙클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초기 위상 분포를 달리하여 생성

된 다수의 홀로그램을 고속으로 재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

법은 다수의 스펙클 노이즈를 중첩시킴으로써 평균적으로 노이

즈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아날로그 홀로그래

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35]. 또한 zero-padding을 이용하는 

IFTA 방법을 통해 증가되는 연산 시간문제는 있지만, 다른 방

법에 비해 스펙클 노이즈가 상당히 감소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6]. 또한 초기 위상 분포를 이용함으로써 향상된 화질을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써 반복 연산 동안 발생될 수 있는 국

소침체(local stagnation)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발

표되었다[37][38].

Ⅳ.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의 가속화

1. FPGA 기반 가속화 

일본 치바대학의 Tomoyo sh i  연구실에서 F i e l d 

programmable gate array (FPGA)를 이용한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기 HORN (HOlographic  ReconstructioN)를 1992년부터 

개발을 진행했다 [39-45]. 1993년 첫 번째 모델인 HORN-1을 

1993년에 개발했으며, 300Mflops의 연산 성능을 가졌다. 단일 

카드로 최근 버전은 HORN-6 (Fig. 11)로써 2008년에 개발되

었으며, 이 모델은 4개의 고성능 FPGA가 내장되어 있다. 연산 

성능 및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Look-up 테이블을 이용한 근

사화 된 Fresnel 알고리즘을 HORN-6의 커널로 이용하였다. 

그 결과, 10,000포인트로 구성된 3차원 객체에 대한 디지털 홀

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생성할 수 있었다. 또한 광학 및 시뮬레이

션에 의한 복원 영상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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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 홀로그램 

이미지 홀로그램은 렌즈를 이용하여 기록하고자 하는 객체

의 상을 홀로그램 평면에 위치하도록 하여 기록하는 방법이다 

[46-48]. 이러한 방법에 의해 객체의 상을 홀로그램 평면에 프

로젝션을 하며, 홀로그램 평면에 복원 영상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감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이미지 홀로그램 기반의 디지털 홀로그램의 대표적인 장점은 

객체를 구성하는 임의의 한 점에 대한 디지털 홀로그램이 크기

가 작기 때문에 디지털 홀로그램 고속 생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이러한 이미지 홀로그램 기반의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실시간 풀컬러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

이 2007년에 개발 되었다.

<그림 3>에 오브젝트 포인트, 계산이 필요한 홀로그래픽 패

턴의 영역 그리고 관찰영역(가상 윈도우)에 대한 광학도면을 

나타내었다. 계산 시간은 오브젝트 포인트와 홀로그램간의 거

리를 줄임으로써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홀로그램과 가상 윈

도우간의 거리를 증가시킴으로써 계산에 따른 부하를 줄일 수 

있다. 빔 프로젝터의 상용 제품의 광원부를 개조하여 Holo-

Video라고 불리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다. 1408

×1058의 해상도를 갖는 3개의 liquid crystal on silicone 

panels (LCoS)를 풀 칼라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위해 사용

을 하였다. 또한 칼라 재생을 위해 백색 광원을 이용하였다. 개

인용 컴퓨터(Intel Xeon CPU@3.4 GHz)를 이용하여 홀로그래

픽 프린지 패턴을 계산했다. 실험에 3,000 포인트의 데이터를 

갖는 객체를 이용했으며,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했다. 본 시

스템에 의해 디스플레이 된 광학적 복원 영상을 <그림 4>에 나

타내었다.

간섭성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coherent holographic 

stereogram : CS)은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 알고리즘으로써 

[49], 기존의 Rayleigh - Sommerfeld (R-S) 기반의 알고리즘

보다 그 연산속도가 탁월하다.

연산 가속화의 주된 원인은 디지털 홀로그램 평면을 작은 세

그멘테이션으로 분할, 3차원 객체를 구성하는 각 포인트로부

터 홀로그램 평면의 각각의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공간 주파수 

계산에 따른 현저한 연산량 감소, 분할된 홀로그램의 주파수 

평면에 각 포인트에 대한 복소진폭 분포를 기록 및 각각의 분

할된 홀로그램 주파수 평면을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에 의한 처리 등이다. 

3. 분할기반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 방법에 비해 전체 연산량을 현

저히 감소시켰으며, FFT를 이용함으로써 연산속도를 더

그림 1. 위에서 내려다 본 HORN-6보드 [41]

그림 3. 이미지 홀로그램의 계산을 위한 가상의 화면 [47]

그림 2. 체스 보드의 수치적 복원 영상 및 광학적 복원 영상  

(44,647 points) [41]

그림 4. 서로 다른 깊이의 관점에서 다섯 글자로 이미지를 복원하였다. 

그림(a)는글자W와 D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림(b)는 글자 R에 초점을 맞추었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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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가속화 하였다. CGH 연산 방식인 PAS (phase-added 

stereogram)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더욱 향상된 알고리즘으

로 발전하였다[50-56]. 최근에 발표된 CS의 향상된 버전은 

accurate compensated phase-added stereogram (ACPAS)

이며 이 알고리즘은 기존의 R-S 기반의 알고리즘과 유사한 

고화질의 복원영상을 갖는다. ACPAS는 두개의 향상된 알고

리즘, compensated phase-added stereogram (CPAS) 와 

accurate phase-added stereogram (APAS)의 특성을 이용하

여 결합한 알고리즘으로써, 비록 근소화 된 알고리즘이지만 그 

정확도 및 복원영상의 화질은 R-S 기반의 복원영상과 매우 유

사하여, 고속 및 고화질의 특성을 갖는 미래 홀로그래픽 TV에 

적합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과학 및 의공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복잡한 시

뮬레이션을 위한 다양한 병렬처리 컴퓨팅 시스템들이 소개되

고 있다. CS 알고리즘은 SIMD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ACPAS를 비롯한 향상된 버전

들은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병렬 처리 컴퓨터 기술에 적용

하기 매우 용이하며 많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10,000 포인트로 구성된 3차원 모델에 대한 1Mega 

해상도를 갖는 디지털 홀로그램을 초당 30 프레임으로 실시간 

생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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