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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 그래픽스(CG)가 포함된 영상 컨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 객체와 현실 공간의 자연스러운 3차원 정보 융

합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RGB-Depth 카메라를 이용하여 현실-가상 공간의 3차원 정보를 자연스럽게 융합하고, 융합된 결과를

다중 GPU 기반의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CGH) 연산부를 사용하여 디지털 홀로그램을 고속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RGB-Depth 
카메라를 이용하여 카메라 투영 행렬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상 객체의 3차원 정보를 계산한다. 계산된 가상 객체의 깊이 정보

와 RGB-Depth 카메라로 입력받은 현실 공간의 깊이 영상을 Z 버퍼에 입력하여 자연스럽게 융합한 후, 그 결과를 다중 GPU 기반의

CGH 연산부로 전송하여 고속으로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한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진 가상 객체의 3차원 정

보는 현실 공간의 3차원 정보와 약 0.5138%의 평균 상대 오차를 나타내어, 약 99%의 정밀도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
실-가상 융합 깊이 영상을 생성함과 동시에 다중 GPU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Generating of digital hologram of video contents with computer graphics(CG) requires natural fusion of 3D information between 
real and virtual.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system which can fuse real-virtual 3D information naturally and fast generate the 
digital hologram of fused results using multiple-GPUs based computer-generated-hologram(CGH) computing part. The system 
calculates camera projection matrix of RGB-Depth camera, and estimates the 3D information of virtual object. The 3D information 
of virtual object from projection matrix and real space are transmitted to Z buffer, which can fuse the 3D information, naturally. 
The fused result in Z buffer is transmitted to multiple-GPUs based CGH computing part. In this part, the digital hologram of 
fused result can be calculated fast. In experiment, the 3D information of virtual object from proposed system has the mean relative 
error(MRE) about 0.5138% in relation to real 3D information. In other words, it has the about 99% high-accuracy. In addition, we 
verify that proposed system can fast generate the digital hologram of fused result by using multiple GPUs based CGH calculation.

Keyword : Digital hologram, parallel processing, computer graphics

정규논문 (Regular Paper)
방송공학회논문지 제19권 제6호, 2014년 11월 (JBE Vol. 19, No. 6, November 2014)
http://dx.doi.org/10.5909/JBE.2014.19.6.866
ISSN 2287-9137 (Online) ISSN 1226-7953 (Print)



송중석 외 3인 : RGB-Depth 카메라를 이용한 현실-가상 융합 홀로그램 생성 시스템 867
(Joongseok Song et al. : Real-Virtual Fusion Hologram Generation System using RGB-Depth Camera)

Ⅰ. 서 론

최근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 콘텐츠의 품질이나 다

양한 효과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컴퓨터

그래픽스(CG: computer graphics)기술들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1-2]. 컴퓨터의 연산 처리 성능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

라 고품질 CG 기술의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현실과 CG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상 콘텐츠의 품질이 크게 향상

되었다. CG를 이용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나 인

물을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건물이나 거대 지형지물과 같은

고비용의 촬영 현장 세트를 직접 만들 필요가 없이 CG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CG는 영상 콘텐츠

제작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CG 기술의 발전

과 더불어 3D 디스플레이 기술도 점차 발달해가고 있다. 
기존에 있는 대부분의 3D 디스플레이 기술은 양안 시차를

이용한 스테레오스코픽(stereoscopic) 기법을 기반으로 하

고 있다. 이 기법은 3D 안경과 같은 부가적인 장비가 필요

하고 장시간동안 시청할 경우 눈에 피로를 가중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디스플레

이 기술로서 홀로그래피가 서서히 주목받고 있다. 
홀로그래피는 3D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홀로그램을 생

성 및 복원하는 기술로, 특별한 관찰 장비 없이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입체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3]. 그러나 3D 디스플레이 기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

지 문제점들을 극복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고비

용의 광학계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장치는 주변의

광원들과 미세한 진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실험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rown과 Lohmann은 Computer-Generated Holo- 
graphy(CGH)기법을 제안되었다

[4]. 이 기법은 기존의 광학

계 장치와 광학 변수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일반 컴

퓨터로도 홀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만든 홀로그램을 일반적으로 디지털 홀로그램

이라고 말한다. CGH 기법은 영상의 3D 정보(x, y, z)를 입

력 데이터로 요구하기 때문에, CG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3D 영상 콘텐츠들을 디지털 홀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

는 CG로 생성된 가상 공간이나 객체가 마치 실제로 존재하

는 것과 같은 정확한 3D 정보를 갖고 있어야한다. 또한 실

시간 홀로그램 방송 콘텐츠를 위해서는 가상 객체의 3D 정
보 추출과 디지털 홀로그램의 실시간 생성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RGB-Depth 카메라를 이용해 가상 객체

와 실제 공간이 자연스럽게 융합된 3D 정보를 계산하고, 
다중 GPU 기반의 고속 CGH 기법을 통해 융합된 3D 정보

를 디지털 홀로그램으로 고속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Ⅱ. 현실-가상 융합 홀로그램 생성 시스템

가상 객체와 현실 공간이 융합되어 있는 영상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생성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 그림 1과
같은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에서 사용자는 우선적

으로 현실 공간에 마커를 위치시켜 가상 객체를 증강시킬

곳을 미리 지정해야 한다. 이것은 크로마키 기법에서 블루

스크린을 이용하여 가상 공간을 현실 공간과 합성하는 방

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본 시스템에서는 블루 스크린 대신

에 마커를 사용한다. 마커의 위치 선정이 끝나면, RGB-

그림 1. 현실-가상 융합 홀로그램 생성 시스템
Fig. 1. Real-virtual fusion hologram gen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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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현실-가상 융합 홀로그램 생성 시스템 흐름도
Fig. 2. The flowchart of real-virtual fusion hologram generation system

Depth 카메라가 마커를 추적한다. 이를 통해 RGB-Depth 
카메라의 투영 행렬을 생성할 수 있고 이 행렬을 이용하면

가상 객체의 깊이 정보를 계산할 수 있다. 추출된 가상 객체

의 깊이 정보와 RGB-Depth 카메라로부터 입력받은 현실

공간의 깊이 정보를 Z 버퍼
[5]
에 입력하여 자연스럽게 융합

시킨다. 융합된 깊이 영상을 다중 GPU 기반의 CGH 연산

부로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한다. 
그림 2는 현실-가상 융합 홀로그램 생성 시스템의 전체 흐

름도를 나타낸다. 

1. 현실-가상 융합 홀로그램 생성 시스템

CG로 생성된 가상 객체와 현실 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영상 콘텐츠를 디지털 홀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

객체와 현실 공간이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는 형태의 3D 
정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3D 정보는 깊이 정보를 의미

한다. 영상 콘텐츠를 촬영할 때 카메라는 지속적으로 움직

이므로 카메라의 이동에 따라 보여지는 가상 객체의 깊이

정보도 달라지게 된다. 만약 가상 객체와 카메라 간의 관계

를 정의할 수 있는 카메라 투영 행렬을알고 있으면 카메라

가 회전 및 이동할 때마다 현실 공간에 맞는 깊이 정보를

가상 객체에 부여할 수 있다. 카메라 투영 행렬은 수식 1과
같이 내부 매개변수와 외부 매개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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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 매개변수는 초점거리  와 렌즈의 중앙점

  , 그리고왜곡 s 값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값들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구할 수 있다[6]. 외부 매개변

수는 카메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변수로 회전 행렬 과

이동 행렬 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외부 매개변수는

카메라 추적 기법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본 시스템에

서는 마커 기반 추적 기법을 사용하였다[7]. 카메라 추적 기

법을 통해 추출한 카메라 투영 행렬을 증강하고자 하는 가

상 객체에 적용하면, 가상 객체를 RGB-Depth 카메라의 좌

표계로 투영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상 객체는 R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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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D 객체 (나) 3D 객체의 Z 버퍼
그림 4. 3D 객체와 Z 버퍼
Fig. 4. 3D object and Z buffer

Depth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 깊이 정보가 자동으로 결정된

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과정을 OpenGL[12]
과 ARToolkit 라

이브러리
[7]
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추출된 가상 객체의 깊이 정보는 값의

범위가 0과 1 사이로 정규화가 되어 있다. 제안하는 시스템

에서 사용하는 RGB-Depth 카메라를 통해 입력 받는 깊이

정보는 단위가 이기 때문에, 가상과 현실 공간의 깊이

정보를 자연스럽게 융합하기 위해서는 두 공간의 깊이 값

의 단위를 하나의 형태로 통일 시켜야 한다. 제안하는 시스

템은 두 공간의 깊이 정보를 자연스럽게 융합하기 위해 Z 
버퍼를 사용하는데

[5], 이를 위해서는 현실 공간의 단위인

를 0과 1사이로 정규화 하여 Z 버퍼로 전송해야 한다. 
다음 수식 2 는 단위의 깊이 정보를 0부터 1 사이로

정규화 시켜주는 함수 를 나타낸다.

 





 (2)

 는 카메라로부터의 far 평면과 near 평면까지의 거

리를 의미하고, 값은 RGB-Depth 카메라로부터 입력받는

현실 공간의 깊이값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Depth 카메라

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깊이측정 거리가 다르다. 그측정

거리의 범위를 far 평면과 near 평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 
깊이 정보의 정밀도는 다음 그림 3와 같이 far 평면과 near 

그림 3. Near 평면과 Far 평면
Fig. 3. Near plane and Far plane.

평면의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카메라로부터 near 평
면이멀수록, far 평면이 가까울수록 깊이 정보의 정밀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far 평면과 near 평면 사이의 거리를 적정

범위내로 설정해야 높은 정밀도를 갖는 깊이 정보를 추정

할 수 있다.
함수 를 통해 현실 공간의 깊이 정보를 0부터 1사이로

정규화 시킨 후, 가상 객체의 깊이 정보와 함께 Z 버퍼에

대입한다. Z 버퍼는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3D 이미지의 좌

표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버퍼이며, 카메라로부터 객

체까지의 거리 정보를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렌더링 작업

시 불필요한 연산을 생략하기 위해 사용된다. 다음 그림 4
과 같이 다수의 객체가 있는 영상이 있을 때앞객체에 의해

가려지는뒷객체는렌더링 시 다룰필요가 없으므로 Z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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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에 의해판정된 부분만렌더링하면 불필요한 연산을줄일

수 있다
[8]. 가상 객체와 현실 공간의 깊이 정보들을 Z 버퍼

에 입력하게 되면, 각각갖고있는깊이값에따라가상공간

안에 자동적으로배치되기 때문에 occlusion 문제들을 쉽게

다룰수 있다. 자연스럽게 융합된 깊이 정보는 다음 수식 (3)
을 통해 단위로 다시 깊이 범위를 복원할 수 있다.




(3)

2. 현실-가상 융합 홀로그램 생성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CGH 기법은 광학계 장치와 광학

변수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일반 컴퓨터로도 홀로그

램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음 식 (4)는 CGH 연산을

나타낸다. 

 




cos  (4)

3D 객체의 깊이 정보를 광원으로 사용하며, 광원의 픽셀

좌표 x, y와 깊이 정보 z를 3D 정보로 사용한다. 홀로그램

그림 5.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 과정
Fig. 5. Generation of digital hologram

은 다음 그림 5와 같이 3D 객체의 각각의 광원에 대해

CGH 연산을 수행하여각각간섭패턴들을 한 장씩생성하

고, 생성된 모든 간섭패턴들을 한 장으로누적하여 생성된

다. CGH 기법은 광원의 수와 홀로그램의 해상도의 크기가

커질수록 연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9-10],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다

수의 GPU를 사용하여 고속으로 CGH를 연산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10]. 

parameter contents

 digital hologram Index
 3D object Index
 digital hologram

 3D object

  coordinates of digital hologram

   coordinates of 3D object

 pixel 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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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CG로 만든 가상 객체를 소형 도시 모델

위에 증강시키고 이를 RGB-Depth 카메라로 촬영함과 동시

에 실시간으로 디지털 홀로그램으로 생성하는 방식으로 실

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위해 그림 6과 같이 RGB-Depth 
카메라로 Kincet를 사용하였으며, 해상도는 640×480 이다. 
RGB-Depth 카메라의 깊이 정보범위는 800에서 4000
  이고, 이를 근거로 수식 (2)에서 카메라로부터 near 
평면까지의 거리를 800 , far 평면까지의 거리를 4000
로 설정하고 실험하였다. 가상 객체를 증강시키기 위

해 그림 6와 같은 마커를 사용하였다
[7]. 카메라캘리브레이

션을 위해 100개의 체크보드 영상을 사용하였고, 카메라 투

영 행렬을 추출하기 위해 ARToolkit 라이브러리와 마커 추

적 기법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크게 가상 객체의 3D 정보의

정밀도에 대한 실험과 다중 GPU를 이용한 현실-가상 융합



송중석 외 3인 : RGB-Depth 카메라를 이용한 현실-가상 융합 홀로그램 생성 시스템 871
(Joongseok Song et al. : Real-Virtual Fusion Hologram Generation System using RGB-Depth Camera)

  

(가) RGB-Depth 카메라와 실험 모델, 마커 (나) 정육각형 모형과 마커

 그림 6. 실험 환경
 Fig. 6. Experimental environment

홀로그램 생성 실험으로 나눌 수 있다.

1. 가상 객체의 3차원 정보의 정밀도

본 실험에서는 카메라 투영 행렬로 만든 가상 객체의 깊

이 정보가 실제로 얼마나 정밀한지 실험하였다. 실험을 위

해 그림 6-(나)와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55 정육각형

모델과 실제 모델과 동일한 크기의 마커를 사용하였다. 가
상 객체는 실제 모델과 동일하게 한 변의 길이가 255
인 정육각형 모델을 증강시켰다. RGB-Depth 카메라로 실

제 모델의 깊이 정보를측정하고, 카메라 투영 행렬로 생성

한 가상 모델의 깊이 정보를측정하였다. 가상 객체의 깊이

정보 정밀도를알아보기 위해 다음 수식 (5)를 이용하여 깊

이 정보의 평균 상대 오차(mean relative error)를측정하였

다.

 
 







(5)

과 는 실제 모델과 가상 객체의 깊이 정보를 의미

한다. 위 수식에서 은 실험에쓰인 RGB-Depth 카메라의

깊이 영상 프레임수를 의미하고, 총 400 프레임크기의 깊

이 영상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쓰인 RGB-Depth 카메라의

깊이 정보가 매 프레임별로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400개의 프레임에 대해 상대

오차를 계산하여 이의 평균값으로측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하였다.  상대 오차를 사용한 이유는 가상 객체의 깊이 정보

와 실제 참값인 실제 모델의 깊이 정보와의 차이가 실제

참값에 비해 오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알수 있기 때문

이다. 그림 7-(가),(나)의빨간 점선의 내부 영역에 대해서만

깊이 정보를 측정하였다. 
측정 실험 결과, 가상 객체와 실제 모델간의 깊이 정보의

평균 상대 오차가 0.5138%가 나왔으며, 이는 카메라 투영

행렬로 생성한 가상 객체의 깊이 정보가 실제 현실 공간의

깊이 정보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융합 홀로그램 생성 실험

현실 공간과 가상 객체가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깊이 영

상을 추출하기 위해, 그림 6-(가)와 같이 현실 공간에 배치

될 도시 모형을 제작하였다. 다음 그림 8은 실험에 사용될

가상 객체 영상이다. 도시 모형위에 복수의 마커를 위치시

키고 RGB-Depth 카메라로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을 입력

받는다. 컬러 영상에서 ARToolkit 라이브러리 기반의 마커

추적 기법을 통해 카메라 투영 행렬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

해 가상 객체를 카메라 좌표계에 투영시킨다. 카메라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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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상 객체를 위한 마커 (나) 실제 객체(정육각형)

 

(다) 가상 객체의 깊이 정보 (라) 실제 객체의 깊이 정보

 그림 7. 가상 객체와 실제 객체의 깊이 영상 비교
 Fig. 7. The comparison of depth data between real and virtual object

 

(가) 고양이 (나) 공룡

 그림 8. 가상 객체
 Fig. 8. The virtual object

계에 투영된 가상 객체의 깊이 정보와 RGB-Depth 카메라

로 입력받은 현실 공간의 깊이 정보를 Z 버퍼에 전송하여

자연스럽게 융합한다. 다음 그림 9의 (가),(나)는 실험 모델

에 대해 RGB-Depth 카메라로 입력받은 컬러 영상을 나타

내고, 그림 10-(가),(나)는 가상 객체와 현실 공간의 깊이 정

보를 Z 버퍼에서 자연스럽게 융합시킨 깊이 영상이다.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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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실 공간 영상 1 (나) 현실 공간 영상 2

그림 9. 현실 공간 영상 – 도시 모형과 마커

Fig. 9. Reality space image – city model and marker

  

(가) 융합 깊이 영상 1 (나) 융합 깊이 영상 2

        

(다) 융합 깊이 영상 1의 디지털 홀로그램 (라) 융합 깊이 영상 2의 디지털 홀로그램

     

(마) 융합 깊이 영상 1의 홀로그램 복원 영상 (바) 융합 깊이 영상 2의 홀로그램 복원 영상

그림 10. 실험 결과
Fig. 10.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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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원거리 900mm (다) 복원거리 1000mm (마) 복원거리 1100mm

   그림 11. 복원거리 별 디지털 홀로그램 복원
   Fig. 11. The reconstruction of digital hologram with various reconstruction distance

        

(가) 가상객체-풍차 (나) 256×256 (다) 512×512 (라) 1024×1024 (마) 2048×2048

그림 12. 디지털 홀로그램의 해상도와 복원 품질
Fig. 12. The resolution of digital hologram and quality of reconstruction

된 깊이 영상을 다중 GPU 기반의 고속 CGH 연산부로 전

송하여 고속으로 홀로그램을 생성한다
[10]. 실험에 사용된

깊이 영상의 크기는 200×200×8bit 이며, 홀로그램 해상도

는 1,024×1,024pixel 이다. 참조파(λ)는 532 , 복원거리

는 1000, Pixel pitch(p)는 8um×8um로 초기값을설정

하였다. CGH 연산에 사용된 GPU는 GTX 680, 2개를 사용

하였으며, CUDA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중 GPU를 이용하

는 CGH 연산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10].

다음 그림 10-(다),(라)는 가상과 현실 융합 깊이 영상을

CGH 연산을 통해 디지털 홀로그램으로 만든 영상이고, 그
림 10-(마),(바)는 디지털 홀로그램을 복원한 영상이다. 그
림 10-(마),(바)를 보면 복원 영상의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RGB-Depth 카메라의

깊이 영상의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본 시스템은 RGB-Depth 카메라로부터 입력받는 깊이 영상

에임펄스 잡음과 홀(hole)을 제거하고자 Joint bilateral fil-
ter를 사용하였다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10-(가),(나)

를 보면 도시 모형 깊이 영상에서 건물의 경계선 쪽에 oc-
clusion이 여전히심하게 발생하는 것을볼수 있고 경계선

또한 매끄럽지 않은 것을볼 수 있다. 또한, 융합 홀로그램

의 깊이 값의 범위가 큰 것도 복원 영상의 품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림 11을 보면 복원거리에 따라 디지털 홀

로그램의 복원 모습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Fresnel transform 기반의 복원의 경우 특정 깊이 평면에 영

상이 형성되는 특징때문이다. 이외에, 광원의개수와 디지

털 홀로그램의 해상도 크기도 복원 영상의 품질에 영향을

끼칠수 있다. 다음 그림 12을 보면, 디지털 홀로그램의 해

상도가 커질수록 복원 영상의 품질이 개선되는 것을볼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고속 CGH 연산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 1,024×1,024 크기의 디지털 홀로그램 해상도와 최대

200×200개의 광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복원 품질이 다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표 2는 광원 1000개에 대해

1,024×1,024 크기의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는데걸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CPU만 사용했을 경우에 비해 다중 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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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했을 때가 약 11,710배더빠르게 디지털 홀로그램

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mputational time (ms)

CPU 86,075.50

Multiple GPU 7.35

Speed ratio 11,710.9 : 1

표 2. CGH 연산 시간
Table 2. CGH computational time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GB-Depth 카메라를 이용하여 가상 객

체와 현실 공간의 자연스러운 융합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해 만

든 가상 객체의 3차원 정보는 현실 공간의 3차원 정보와

평균 상대 오차가 약 0.5138%로 약 99%의 정밀도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실-가상 융합 깊이 영상을

생성함과 동시에 다중 GPU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고
속 CGH 연산을 위한 알고리즘 및 시스템 개발과 고품질

디지털 홀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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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소 개

박 정 식

- 2010년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학사
- 2010년 ~ 2012년 : 한양대학교 전자컴퓨터통신공학과 석사
- 2012년 ~ 현재 :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박사과정
- 주관심분야 : 3차원 영상처리, 증강현실, GPGPU

박 한 훈

- 2000년 2월 : 한양대학교 전자통신전파공학과 공학사
- 2002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전자통신전파공학과 공학석사
- 2007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전자통신전파공학과 공학박사
- 2007년 9월 ~ 2008년 10월 : 한양대학교 BK21박사후연구원
- 2008년 11월 ~ 2011년 10월 : NHK방송기술연구소 박사후연구원
- 2011년 11월 ~ 2012년 2월 : 한양대학교 전기정보통신기술연구소 연구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부경대학교 전자공학과 조교수
- 주관심분야 : 증강현실, 인간컴퓨터상호작용, 3차원 영상처리/비전 등

박 종 일

- 1987년 :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 1989년 :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 1995년 :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 1992년 ~ 1994년 : 일본 NHK방송기술연구소 객원연구원
- 1995년 ~ 1996년 : 한국방송개발원 선임연구원
- 1996년 ~ 1999년 : 일본 ATR지능영상통신연구소 연구원
- 1999년 ~ 현재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교수
- 주관심분야 : 증강현실, 계산사진학, 3차원 컴퓨터비전, 인간컴퓨터상호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