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감 3차원 동영상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한

홀로그램 콘텐츠의 효율적인 생성 기법

요 약

본 고에서는 3차원 동영상에서 움직임 정보 추출하고 이를 이

용하여 홀로그램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생성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본다.

Ⅰ. 서 론

최근 실감 콘텐츠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리얼리티(실감) 환경으로 ICT 기술

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표적인 실감 기

술인 홀로그램 기술은 차세대 영상기술로서 미래부 「ICT R&D 

중장기전략」의 10대 핵심기술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고 이를 

확대하여 홀로그램 산업 발전 전략이 마련되는 등, 향후 홀로그

램은 전시, 공연에서 가정용 기기, 휴대형 단말 등으로 적용범

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홀로그램 기술은 현재 크게 아날로그 홀로그램, 유사 

홀로그램, 디지털 홀로그램의 3가지로 나뉜다. 아날로그 홀로

그램은 필름을 사용하여 실물을 입체영상으로 찍어내는 사진술

로서, 마치 실물이 실존하는 것처럼 재현하는 기술이고, 유사 

홀로그램은 반투과형 스크린 투영 영상, 렌즈 기반 투영 영상, 

특수 스크린 기반 투영 영상 등 홀로그램과 유사한 효과를 구현

하는 기술, 디지털 홀로그램은 사물로부터 반사된 빛을 디지털

화된 기록 및 재현을 통해 실제와 같은 현실감을 제공하는 기술

을 나타낸다.

이중 아날로그 홀로그램 기술은 현재 홀로그램 사진, 전시,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유사 홀로그램 기술은 

홀로그램 전시, 공연 등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

날로그 홀로그램 기술은 정지영상에 머물러 있고 유사 홀로그

램 기술은 홀로그램 효과를 내지만 객체 위주의 영상을 표현할 

수 있어 홀로그램 전시, 공연, 광고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

다. 반면 디지털 홀로그램 기술은 완전한 홀로그램 기술로서 3

차원 정보를 온전히 기록하고 그대로 복원할 수 있어 향후 많은 

분야에의 응용이 기대된다. 이러한 디지털 홀로그램 기술은 크

게 홀로그램 콘텐츠를 획득/생성 하는 기술, 홀로그램 콘텐츠를 

압축, 전송 등 처리하는 기술, 홀로그램 콘텐츠를 디스플레이 

하는 기술로 나눌 수 있다.

홀로그램 콘텐츠 기술은 일반적인 콘텐츠와는 다르게 홀로그

램 디스플레이의 하드웨어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즉,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의 크기, 해상도, 픽셀 크기, 광원의 파장 등의 특성

을 고려하여 홀로그램 콘텐츠를 획득/생성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홀로그램 콘텐츠의 경우 미리 생성하여 전송한다 하더라도 디

스플레이의 특성과 맞지 않으면 제대로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

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홀로그램 콘텐츠는 3차원 정보를 전

송 받아 디스플레이단에서 홀로그램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3차원 정보로부터 홀로그램 콘텐츠를 생

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여러 홀로그램 콘텐츠를 생

성하는 방법 중 3차원 동영상의 움직임 정보 추출하고 이를 이

용하여 홀로그램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생성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본다.

Ⅱ. 본 론

1. 룩업테이블 기반의 홀로그램 생성

룩업테이블(LUT: look-up table)을 이용한 새로운 디지털 

홀로그램 계산 방법은 모든 가능한 물체 포인트에 대한 요소 프

린지 패턴(EFP: elemental fringe pattern)을 미리 계산하여 

데이터베이스(data base)로 저장한다. 따라서 임의 물체에 대

한 홀로그램 계산은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포인트에 대한 

요소 프린지 패턴들을 이미 계산하여 저장해 놓은 데이터베이

스에서 단순히 불러내어 합산함으로써 구하게 된다. 이러한 룩

업테이블 방식은 광선추적 방식에 비해 계산량이 크게 감소하

여 디지털 홀로그램의 고속 생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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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영역이 커질수록 필요로 하는 EFP의 개수가 크게 늘어나

게 되고, 결국은 룩업테이블의 메모리 용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1].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LUT 방식과 같이 고

속의 홀로그램 계산 속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룩업테이블의 

메모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룩업테이블인 

NLUT (novel look-up table)을 개발되었다[1]. 이 NLUT 방

식에서는 물체영역의 가로, 세로 방향에 관계없이 깊이 방향에 

대한 각각의 요소 프린지 패턴만을 사전에 미리 계산하여 저장

된다. 그리고 물체의 한 깊이 방향이 결정되면 그 면에 존재하

는 물체 포인트들의 요소 프린지 패턴은 사전에 계산되어 저장

된 그 깊이의 요소 프린지 패턴을 각 해당 포인트까지 좌, 우로 

이동시키며 모든 포인트에 대한 프린지 패턴을 합산하여 그 깊

이의 홀로그램 패턴을 계산하게 된다. 같은 방법으로 모든 물체 

깊이 방향에서 각 물체 포인트에 대한 모든 홀로그램을 계산하

여 합산함으로써 물체 전체에 대한 홀로그램 패턴을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LUT 방식은 가로, 세로, 깊이 모든 방향의 

물체 포인트에 대한 요소 프린지 패턴의 사전 저장이 요구되나, 

제안된 방식에서는 단지 물체 깊이 방향에 대한 프린지 패턴만

의 사전 저장이 요구되기 때문에 룩업테이블 메모리 요량이 크

게 줄어들게 된다.

NLUT 기법에서는 홀로그램을 생성하기 위하여 물체를 자체 

발광하는 점들의 집합으로 간주하고 물체의 각 점들은 ap의 세기

값을 가지고 수직, 수평, 깊이 방향에서 xp, yp, zp에 위치한다고 

가정한다. 기존의 룩업테이블의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새로이 

제시된 NLUT 를 구성하였고, 이 룩업테이블은 물체의 한 깊이

에 대해서 하나의 요소 프린지 패턴 T(x,y) 만을 갖는다. 그리고 

이 요소 프린지 패턴은 각각의 깊이에서 기준 세기를 갖는 기준

점에 대한 프린지 패턴을 나타낸다. 즉, 각각의 요소 프린지 패

턴 T(x,y;zp)은 각 깊이에 대한 기준 세기의 프레넬 존 플레이트

(Fresnel zone plate)가 되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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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p는 p번째 점과 (x,y,0) 사이의 거리로 식 (2)와 같이 

주어진다. 따라서, NLUT 방식에서는 물체의 깊이 방향에 대한 

요소 프린지 패턴(ㅖPFP: principal fringe pattern)만을 계산

하여 저장하게 되고, 물체의 한 깊이 방향이 결정되면 그 면에 

존재하는 물체 포인트들의 요소 프린지 패턴들은 사전에 저장

된 그 깊이의 요소 프린지 패턴을 각 물체 포인트까지 이동시켜 

프린지 패턴을 계산하여 그 깊이 평면에서의 홀로그램 패턴을 

계산하게 된다. 같은 방법으로 모든 물체 깊이 평면에서 각각의 

홀로그램을 계산하여 합산함으로써 물체 전체에 대한 홀로그램 

패턴을 계산하게 된다.

<그림 2>는 NLUT 를 이용한 디지털 홀로그램의 생성 절차

를 나타낸다. 즉, <그림 2(a)>는 특정 깊이 평면에 존재하는 물

체영상 포인트로써 두 개의 점광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b)>는 NLUT 방법으로 각 포인트에 대한 프린지 패턴을 합성

하는 개념을 나타낸다. 즉, 그림에서 2상한에 존재하는 점광원

(Point 1)은 기준점 (0,0)을 중심으로 (-xp,yp)의 위치하기 때문

에 이미 계산되어 저장된 그 깊이 평면에서의 요소 프린지 프리

지 패턴을 x,y 방향으로 -xp와 yp만큼 이동시키게 된다. 또한, 

그림에서 4상한 안에 존재하는 점광원(Point 2)은 (xp,-yp)에 

위치하기 때문에 x,y 방향으로 xp와 -yp만큼 이동 시키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모든 물체 포인트에 대하여 수행한 후, 모든 요

소 프린지 패턴을 중첩하게 된다. 그리고 미리 정해진 홀로그램

의 크기에 따라 기준점을 중심으로 중첩된 영역을 추출해 냄으

로써 최종적인 홀로그램 패턴을 합성한다. 따라서, NLUT 방식

에서 홀로그램 정보 I(x,y)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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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LUT 기반의 홀로그램 생성 기법

그림 2. NLUT 기반의 디지털 홀로그램 패턴의 생성과정

(a) 물체영상 포인트, (b) 요소 프린지 패턴의 합성 (c) 합성된 홀로그램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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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LUT 기법의 옮김 불변 특성

<그림 3>은 NLUT 기법의 옮김 불변(shift-invariance) 특성

을 나타낸다[3]. <그림 3>의 z1의 거리에 위치한 육면체 A에 대

하여 홀로그램을 생성하면 CGHA와 같은 홀로그램 패턴을 얻을 

수 있다. 이 CGHA를 복원하게 되면 z1의 위치에 육면체 A’이 복

원될 것이다. 이 때 홀로그램 패턴 CGHA를 x1, y1만큼 이동시

키고 이를 복원하게 되면 육면체 B’이 복원된다. 즉, 앞에서 언

급한 것처럼 NLUT 기법에서는 물체점이 기준점으로부터 떨어

진 만큼 PFP를 이동시켜 홀로그램을 생성한다. 따라서 생성된 

홀로그램 패턴을 전체적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복원되는 각각의 

점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물체가 전체적으로 수평 이동

을 하게 된다.

3.  3차원 정보의 시간적 중복성 정보를 이용한 홀로그

램의 효율적인 생성

일반적으로 홀로그램을 생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제안 되었으나 

3차원 동영상에 대해서는 계산해야 할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

로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본 절에

서는 3차원 동영상에 대해서 프레임간의 차이를 추출하고 이를 

보정하는 기법을 통하여 홀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생성하는 방법

에 대해 알아본다[2].

가. 3차원 정보의 시간적 중복성

일반적으로 3차원 동영상의 인접한 프레임 간에는 많은 유사

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4(a), (b)>는 인접한 세 프레임의 밝

기 정보 및 깊이 정보를 나타낸다. 이를 보면 집은 고정되어 있

고 자동차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그림 

4(c)>는 인접한 프레임간의 밝기 또는 깊이 정보의 차이를 나타

낸다. 이를 보면 집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4(c)>에 나

타나지 않고 자동차는 이동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은 <그림 

4(c)>에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즉, <그림 4>와 같이 인접한 동

영상 프레임을 보면 집과 같이 변하지 않는 부분과 자동차처럼 

변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프레

임간에 변화가 생긴 부분을 DPCM (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 기법을 이용하여 추출한 후 변화한 부분에 대해서

만 압축을 하여 데이터의 양을 줄이게 된다. 이러한 기법을 홀

로그램 연산에 접목하게 되면 효율적인 홀로그램 생성이 가능

하게 될 것이다.

나.  3차원 동영상의 시간적 중복성 기반 홀로그램의 효율

적인 생성

홀로그램을 생성하기 위하여 물체를 자체 발광하는 점들의 집

합으로 간주한다[1][2]. 그리고 물체의 각 점들은 ap의 밝기값, 

φp의 위상값을 가지고 수직, 수평, 깊이 방향에서 xp, yp, zp에 

위치한다고 가정한다. 이 때, n번째 프레임 영상의 복소 진폭 

On(x,y)는 식 (4)에서 나타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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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n는 n번째 프레임의 계산할 점들의 수를 나타내고, 

파수(wave number) 벡터 k는 k = 2π/λ로 정의되며 λ는 자유

공간상에서의 빛의 파장을 나타낸다.

이 방법에서는 첫 번째 프레임의 영상에 대해서는 기존의 

NLUT 방식을 이용하여 홀로그램을 생성한다. 그리고 첫 번째 

프레임 영상과 생성된 홀로그램 패턴은 다음 프레임의 연산을 

위하여 각각의 임시 버퍼에 보관하게 된다. 다음 단계로서, 현

그림 3. NLUT 기법의 옮김 불변(shift-invariance) 특성

그림 4. 인접한 세 프레임의 (a) 밝기 정보 (b) 깊이 정보 및 (c) 프레임간의 차이

그림 5. 3차원 동영상의 시간적 중복성 기반 홀로그램의 효율적인 생성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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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프레임과 버퍼에 저장된 이전 프레임의 3차원 영상을 비교

하여 두 영상간의 차이를 추출해 낸다. 그리고 이전 프레임에

서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의 홀로그램을 생성하여 버퍼에 저장

된 홀로그램 패턴으로부터 빼주게 된다. 동시에 현재 프레임에

서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의 홀로그램을 생성하여 버퍼에 저장

된 홀로그램 패턴에 더해주어 현재 프레임에 해당하는 홀로그

램 패턴을 완성하게 된다. 즉, 이전 프레임에서 사라진 부분에 

대한 홀로그램을 빼주고, 현재 프레임에서 새로 생긴 부분에 대

한 홀로그램을 더하여 현재 프레임의 홀로그램을 생성하게 되

고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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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d는 n번째 프레임과 n-1번째 프레임 간 영상의 차

이에 해당하는 점의 수를 나타낸다. 또한, Un(x,y;zp)는 n번째 

프레임의 PFP를 나타내고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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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생성된 홀로그램 패턴은 비디오 홀로그램으로 출

력이 되며 동시에 임시 버퍼에 저장되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전

체 동영상에 대하여 반복하여 3차원 동영상에 대한 비디오 홀

로그램을 생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물체의 움직임이 커지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차원 물체의 움직임을 추출 및 보상을 통하여 프레임간의 차

이를 줄여 홀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생성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

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3차원 동영상의 움직임 추출 및 이를 

이용한 홀로그램의 효율적인 생성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4.  3차원 동영상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한 홀로그램의 

효율적인 생성

가. 3차원 동영상의 움직임 정보 추출

<그림 6>은 3차원 동영상의 움직임 정보를 및 이를 이용한 프

레임간의 차이 추출을 나타낸다. <그림 6(a),(b)>는 기준 영상

과 입력 영상을 나타낸다. <그림 6(c),(d)>는 3차원 물체의 물체 

기반 모션 벡터 정보 및 블록 기반 모션 벡터 정보를 나타낸다. 

<그림 6(f)>는 기준 영상과 입력 영상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

리고 <그림 6(g),(h)>는 기준 영상과 각각 모션 벡터에 의해 보

상된 영상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를 보면 기준 영상은 모든 

포인트에 대한 홀로그램 연산이 필요 하지만 프레임간의 차이 

및 모션 벡터를 이용하게 되면 계산해야 할 포인트의 수가 줄

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3차원 동영상에서 적절한 모션 

벡터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게 되면 홀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된다[3][4].

나.  3차원 정보의 물체 기반 모션 벡터를 이용한 홀로그

램의 효율적인 생성

<그림 7>은 3차원 동영상의 물체 기반 모션 벡터를 이용한 홀

로그램 생성 기법을 나타낸다[3]. 이는 크게 4가지 절차로 이루

어진다. 첫째 3차원 입력 비디오 영상에 대해서 각각의 물체에 

대해 영역을 분할 한다. 둘째 각각의 물체에 대해 이전 프레임

과 비교하여 모션 벡터를 추출한다. 셋째 각각의 분할된 물체에 

대하여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움직임 보상을 하고 이전 프레임

과의 차이를 추출한다. 넷째 각각의 물체에 대하여 움직임 벡터

만큼 홀로그램을 이동 시키고 프레임간의 차이를 보상하여 각

각의 물체에 대한 홀로그램을 생성하고 이를 모두 더하여 최종 

홀로그램을 생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물체들이 겹쳐 물체를 분할하는 것이 

어렵거나 하나의 물체 내부에 여러 움직임이 존재하는 경우 모

션 벡터를 추출하는 것이 어려워 적용이 어려워 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3차원 동영상에서 블록 기반

의 움직임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홀로그램을 생성하

는 방법들이 제안 되었고 이를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

그림 6. (a) 기준 영상 (b) 입력 영상 (c) 물체 기반의 모션 벡터 (d) 블록 기반의 모

션벡터 (e) 입력 영상의 계산 포인트 (f) 입력 영상과 기준 영상간의 차이 포인트 

(g) 기준 영상과 물체 기반 모션벡터를 이용하여 보상된 영상간의 차이 포인트 

(h) 기준 영상과 블록 기반 모션벡터를 이용하여 보상된 영상간의 차이 포인트

그림 7. 3차원 동영상의 물체 기반 모션 벡터를 이용한 홀로그램 생성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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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원 정보의 블록 기반 모션 벡터를 이용한 홀로그

램의 효율적인 생성

<그림 8>은 3차원 동영상의 블록 기반 모션 벡터를 이용한 홀

로그램 생성 기법의 전체 흐름도를 보여준다[4]. 첫째, 입력 삼

차원 비디오 프레임이 GOP (group of pictures)로 묶여진다. 

각각의 GOP는 하나의 참조 프레임(RF: Reference frame)과 

여러 개의 일반 프레임(GF: General frame)으로 구성된다. 그

리고 GOP 내부의 모든 프레임들은 이미지 블록들로 나눠진다. 

둘째, 참조 프레임의 각각의 블록들의 홀로그램을 생성한다. 셋

째, 참조 프레임의 각각의 블록과 일반 프레임의 각각의 블록을 

비교하여 각 블록의 모션벡터를 구한다. 넷째, 각각의 블록의 

모션벡터만큼 참조 프레임의 블록의 홀로그램 패턴을 이동시킨

다. 다섯째, 이동된 블록의 홀로그램 패턴을 일반 프레임의 블

록 이미지와 비교하여 보상을 수행한다. 최종적으로 각각의 블

록의 홀로그램 패턴들을 더하면 일반 프레임의 홀로그램 패턴

을 구할 수 있다.

다.1. 3차원 입력 영상의 그룹화 및 블록화

블록 움직임 보상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입력 비디오 프

레임들을 그룹화하고 블록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밝기와 깊이 정보를 가지는 입력 3차원 비디오 프레임을 순차

적으로 GOP로 그룹화한다. 여기서 GOP는 한 개의 참조 프레

임과 세 개의 일반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각의 프레임

은 512×512의 해상도를 가진다. 각각의 프레임은 하나의 밝기 

이미지와 하나의 깊이 이미지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

어 그림 9는 10개의 비디오 프레임들이 세 개의 GOP로 그룹화

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각각의 GOP내에서 1번째 프레임

이 참조 프레임이 되고 나머지 프레임들이 일반 프레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GOP내부의 일반 프레임의 개수는 입

력 비디오 내부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움직임 양에 따라 결정된

다. 만약 느리게 움직이는 물체를 가진 비디오의 경우에는 인접

한 프레임간의 유사도가 증거하기 때문에 GOP내부의 일반 프

레임의 개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에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를 가진 비디오의 경우에는 인접한 프레임간의 유사도가 저하

되기 때문에 GOP내부의 일반 프레임의 개수가 감소된다.

GOP내의 모든 비디오 프레임들은 16×16 해상도의 블록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체 해상도가 512×512이므로 32×32개의 블록

들로 나누어진다.

다.2. 참조 프레임에 대한 블록 홀로그램(B-CGH) 생성

GOP내에서의 참조 프레임의 CGH패턴은 분할된 각각의 블

록의 CGH 패턴(B-CGH)을 계산하여 모두 더해줌으로 구해줄 

수 있다. <그림 10>은 GOP내에서의 참조 프레임이 M×N개의 

블록으로 분할된 모습과 각각의 블록으로 계산된 B-CGH들을 

보여준다.

여기서, IB(m, n)는 참조 프레임의 (m, n)번째 블록의 

B-CGH를 나타낸다. 참조 프레임의 최종 CGH 패턴을 IR이라

고 했을 때, 이는 식(7)과 같이 참조 프레임의 모든 블록들의 

B-CGH들의 단순한 합으로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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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블록 기반의 움직임 추정

인접한 프레임들은 유사도가 높으므로 움직임 추정과 보정 과

정을 거치게 되면 많은 시간 중복성 데이터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림 11>은 GOP내에서 참조 프레임과 일반 프레임들 간의 하

나의 블록의 움직임 추정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비디오 

그림 8. 3차원 동영상의 블록 기반 모션 벡터를 이용한 홀로그램 생성 기법

그림 9. 3차원 동영상의 GOP로의 그룹화

그림 10. 참조 프레임의 블록화 및 각 블록에 대한 B-CGH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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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들은 2차원 배열의 블록으로 나뉘어지고 각각의 블록의 

모션벡터는 블록의 움직임 추정 기술에 의해 추출된다. 여기서 

블록의 움직임 추정 기술은 밝기와 깊이 이미지의 쌍으로 구성

된 삼차원 비디오에서 수행된다.

<그림 11>에서 보이는 것처럼, (x1,y1) 지점에 위치하는 (m,n)번

째 블록을 Am,n(x1,y1)라고 했을 때, 이 블록이 일반 프레임 안에

서 Bm,n(x2,y2) 지점으로 이동했을 경우 x, y 방향의 이동량이 각

각 dx 와 dy 라면, 이동된 Bm,n(x2, y2)는 식(8)과 같이 표현된다.

 ),,()Ä,,( 11,22, tdydxAttyxB yxnmnm ++=+     (8)

이때, dx와 dy는 x, y 방향의 블록의 모션 벡터를 나타내고 Δ

t는 인접한 프레임 간의 시간간격을 나타낸다. 따라서, 일반 프

레임 안에서 움직임이 보상된 블록은 참조 프레임의 특정 블록

과 모션 벡터를 이용해서 생성될 수 있다. 여기서 매칭되는 블

록을 찾는 프로세스는 검색 범위(SL)를 정하고 픽셀단위로 이

동하면서 최소의 차이 값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물체

의 움직임이 빠를 경우 SL의 값이 커져야 한다. 식(9)는 최소의 

차이 값을 구하기 위한 식으로 블록 내의 각각의 픽셀간의 차이 

값의 절대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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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L은 검색 범위를 나타내고, Cij 와 Rij는 일반 프레임

과 참조 프레임의 픽셀의 값을 나타낸다. <그림 11>에서 보는 

것처럼 참조 프레임의 (x1,y1) 지점에 위치하는 Am,n(x1,y1) 블록

이 일반 프레임의 (x2,y2) 지점에 위치하는 Bm,n(x2,y2) 블록과 

가장 잘 맞는다면, Am,n(x1,y1) 블록의 모션 벡터는 식(10)과 같

이 구해진다. 

 ),(),( 1212 yyxxdd yx −−=            (10)

이것은 Am,n(x1, y1) 블록이 참조 프레임과 일반 프레임 사이에

서 x, y 방향으로 dx 와 dy 만큼 이동한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만약 모션 벡터 dx 와 dy 가 음의 값으로 주어질 경우, 블록은 x, 

y 방향으로 왼쪽과 위쪽으로 이동한 것이 된다. 이러한 방법으

로 참조 프레임의 모든 블록들과 일반 프레임들의 블록들 간의 

가장 일치하는 블록들을 찾을 수 있다. <그림 12>는 참조 프레

임에서 움직이는 9개의 블록의 예를 보여준다. 이때 참조 프레

임의 각각의 블록의 모션 벡터는 <그림 12(b)>와 같은 모션 벡

터의 맵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3>은 각각의 테스트 비디오 시나리오에 대한 움직

임 추정 기법을 사용하여 추출된 모션 벡터 맵을 보여준다. 여

기서 모션벡터의 크기와 방향은 빨간 색의 화살표로 표현된

다. 이 실험에서 각각의 비디오 프레임은 512×512의 해상도

를 가지고 32×32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GOP

를 구성하는 프레임의 개수는 4개이다. <그림 13(a)-13(c), 

13(d)-13(f), 13(g)-13(i)>는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시나

그림 11. 참조 프레임과 일반 프레임 간의 블록 기반의 움직임 추정 그림 12. (a) 블록 기반 움직임 추정의 예 및 (b) 모션 벡터 맵

그림 13. Case I, II, III에 대한 모션벡터 (a), (d), (g) 각 경우에서의 첫 번째 프레임 (b), 

(d), (h) 각 경우에서의 두 번째 프레임 (c), (f), (i) 각 경우에서의 71번째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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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 III’의 1st, 2nd 와 71th 프레임들을 보여준다. <그림 13(a), 

13(d), 13(g)>는 각 시나리오의 1번째 프레임, 즉 참조 프레

임이므로 모션벡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13(b), 13(c)>

는 1번째 시나리오의 2번째와 71번째 프레임으로 많은 모션

벡터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3(b)>에서 보이는 것

처럼 대부분의 모션벡터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모

션벡터로 오른쪽 방향에 동일한 크기의 모션벡터를 가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3(c)>에서 보이는 것처럼 71번

째 프레임의 경우는 서로 다른 방향의 모션벡터가 존재하는 것

을 볼 수가 있다. 이는 자동차가 이동함에 따라 보이던 부분

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던 부분이 나타나는 퍼스펙티브의 차

이로 인해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번

째와 3번째 시나리오들의 경우에는 두 개의 자동차가 서로 다

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3(e 

), 13(h)>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로 다른 방향의 모션벡터가 존

재함을 알 수 있다.

다.4. 블록 기반의 움직임 보상

<그림 14>는 움직임 보상 과정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A~I

는 참조 프레임의 블록들을 나타내고, A’~I’은 움직임이 보상

된 일반 프레임의 블록들을 나타낸다. 참조 프레임의 모든 블록

들은 모션벡터를 이용해 새로운 위치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예를 들어 <그림 14(b)>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블록 A의 모

션벡터는 (3,0)으로 주어져있다. 그러므로 블록 A’이 이동된 위

치는 수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yxAyxA +=             (11)

마찬가지로 다른 블록들도 <그림 14(b)>에서 보이는 것처

럼 모션 벡터에 의해 이동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림 

14(b)>에서 보이는 것처럼 블록들이 이동된 후에 여러 블록들이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는 참조 프레임으로부터 움직임 보상이 적용된 밝

기 이미지(MC-RF)들을 보여준다. 각 시나리오 상의 2번째 프

레임들은 비교적 움직임 보상이 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런데 32번째와 71번째 영상들의 경우 작은 비어있는 공간이 존

재함을 볼 수 있다. 이 비어있는 공간들은 참조 프레임의 블록

들만으로는 계산될 수 없는 일반 프레임에서만 존재하는 부분

들로서 추가적인 보상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3번째 시나리오

의 71번째 프레임의 경우 정확하지 않은 모션벡터로 인해 블록 

그림 14. 블록 기반 움직임 보상의 예

(a) 블록 기반의 움직임 벡터 및 이를 이용한 움직임 보상

(b) 움직임 보상된 참조 프레임 영상

그림 15. 움직임 보상된 2, 32, 71번째 영상 (a) Case I (b) Case II (c) Case III

그림 16. 그림 15의 인접한 영상과의 차이 영상 (a) Case I (b) Case II (c) Case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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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중복이 크게 일어남으로 다소 큰 빈 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은 참조 프레임으로부터 보상된 이미지와 기존의 

일반 프레임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미지들이다. <그림 16(b),  

10(c)>의 32번째와 71번째 프레임들에서 보이듯이, 위에서 언

급한 비어있는 공간 문제로 인해 차이 나는 부분이 블록으로 나

타나는 부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기존의 

일반 프레임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

안된 기법을 통해 많은 양의 중복성이 제거된 것을 <그림 1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5. 일반 프레임에 대한 홀로그램 생성

<그림 17>은 각각의 일반 프레임들을 위한 CGH 패턴을 생성

하는 전체 흐름도를 보여준다. 이는 크게 3개의 파트로 구성된

다. 첫째, 참조 프레임으로부터 움직임이 보상된 프레임(MC-

RF)에 대한 CGH 패턴을 생성한다. 둘째, 움직임이 보상된 블

록들 간에 중첩을 해결하여 최종적인 CGH 패턴을 생성한다. 

셋째, 참조 프레임으로부터 움직임이 보상된 프레임과 기존의 

일반 프레임의 차이를 비교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비어있는 공

간의 CGH 패턴을 생성한다.

움직임이 보상된 블록들의 CGH 패턴은 참조 프레임의 블록

의 모션벡터를 이용해 쉽게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8>

은 모션벡터를 이용하여 각각의 블록의 CGH(B-CGH)들을 이

동시킨 모습을 보여준다.

다르게 말하면, 움직임이 보상된 프레임(MC-RF)의 CGH패

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참조 프레임의 각각의 블록의 CGH패

턴(B-CGH)에 두 단계의 과정을 수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1번

째 단계는 참조 프레임의 각각의 블록의 CGH패턴(B-CGH)을 

그것들의 모션벡터를 따라 이동시킨다. 그리고 나서 2번째 단

계는 블록 이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어있는 영역을 일반 프레

임을 이용해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모든 블록

의 CGH패턴들을 다 더해주면 최종의 움직임이 보상된 프레임

의 CGH패턴이 생성된다. 식 (12)는 움직임이 보상된 프레임의 

CGH패턴을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12)

여기서, IS(x, y)은 움직임이 보상된 프레임의 블록들에서 구

해진 CGH패턴을 나타내고, IRm(x, y)는 참조 프레임의 블록들

의 CGH패턴들이 dx 와 dy 의 모션벡터에 따라 이동된 것을 나

타낸다. IRBm(x, y)는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CGH 패턴을 나타

낸다. M은 블록들의 총합계를 나타낸다.

식 (12)에서 구해진 IS(x, y)는 이동된 블록들의 CGH패턴들이 

중첩될 수 있으므로 움직임이 포상된 프레임의 완벽한 CGH패

턴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식 (13)과 같이 중첩된 영역을 빼줌으로 

해서 움직임이 보상된 프레임의 완벽한 CGH패턴이 완성된다.

         (13)

여기서 IRO 는 중첩된 영역의 CGH패턴을 의미한다. 식 (13)과 

같이 최종적으로 움직임이 보상된 프레임의 CGH패턴을 얻은 

이후에, 그림 16의 움직임이 보상된 프레임과 기존의 일반 프레

임과의 차이 이미지를 이용해 최종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 식 

(14)는 최종적인 일반 프레임의 CGH 패턴을 얻는 과정을 보여

준다.

 ( ) ),(,),( yxIyxIyxI DC +=         (14)

여기서, IC(x, y) 는 움직임이 보상된 프레임의 CGH패턴을 나

타내고, ID(x, y) 는 움직임이 보상된 프레임과 기존의 일반 프

그림 17. 일반 프레임에 대한 홀로그램 생성에 대한 블록도

그림 18.그림 14의 블록 A, B, I에 대한 B-CGH의 이동 절차 (a), (d), (g) 

블록 A, B, I에 대한 B-CGH (b), (e), (h) 각 B-CGH의 모션 벡터만큼의 

이동 (c), (f), (i) 빈 공간을 보정한 새로운 B-CGH (j) 모든 B-CGH를 합

성한 최종 홀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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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과의 차이 이미지를 통해 얻은 CGH패턴을 나타낸다. 이러

한 보상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I(x, y), 즉 기존의 일반 프레

임의 CGH패턴이 패턴이 구해진다.

다.6. 생성된 홀로그램의 복원

<그림 19>는 세 개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총 150개의 프레임 

중에서 1번째와 31번째와 72번째 프레임의 CGH패턴이 복원

된 그림을 보여준다. <그림 19(a)>의 1번째 시나리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복원된 삼차원 자동차 오브젝트가 빠른 속도로 왼

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그림 

19(a)>의 윗줄에 있는 그림은 거리 630mm에서 복원된 영상을 

나타내고, 아랫줄에 있는 그림은 거리 700mm에서 복원된 영

상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처럼 윗줄에 있는 그림은 뚜

렷하게 보이고 아랫줄에 있는 그림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2번째와 3번째의 시나리오는 두 개의 자동차 오브젝트

가 빠른 속도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자동차 하나는 630mm의 거리에서 뚜렷하게 관찰되고 나

머지 하나는 700mm의 거리에서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안된 기법으로 생성된 CGH패턴이 광학

적으로 완벽하게 복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Ⅲ. 결 론 

본 고에서는 실감 3차원 동영상에 대한 홀로그램 콘텐츠를 효

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3차원 동영상

에 대하여 각 프레임을 그룹화 하여 GOP를 만들고 각 GOP 내부

에서 각 프레임간의 블록 모션 벡터를 구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

여 3차원 동영상을 보상 한다. 그리고 이 보상 정보를 이용하여 

홀로그램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생성이 가능한 것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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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각 경우에 대한 복원 영상 (a) Case I (b) Case II (c) Case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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