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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Computer generated holography (CGH) 기술

에 대하여 알아본다. CGH는 3차원 물체에 대한 복소 광파를 

계산하는 기술로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콘텐츠를 생성하

는 핵심 기술 중 하나이다. 본 고에서는 대표적인 CGH 기술들

인 점광원 기반 CGH, 삼각형 메쉬 기반 CGH, 광선 분포 기반 

CGH, 다중 면 기반 CGH 기법들의 원리를 살펴보고, CGH의 

최근 기술 동향을 알아본다.

 I. 서 론 

홀로그래피는 물체광의 진폭과 위상 분포를 포함하는 복소 광

파를 참조광과의 간섭현상을 이용하여 광학적으로 획득하고 재

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3차원 장면으로부터 오는 빛의 복소 광

파를 홀로그래피 기술을 이용하여 획득하고 재생함으로써, 촬

영된 장면의 3차원 분포를 분석하거나, 3차원 입체 영상으로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CGH는 이러한 복소 광파의 획득을 광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가 아닌, 수치적 계산으로 수행하는 기법을 말한다[1]. 3차원 장

면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회절 이론에 의거하

여 그에 해당하는 홀로그램 면에서의 복소 광파를 계산한다. 이

와 같은 연산은 일반적으로 3차원 장면을 여러 요소 (primitive)

들로 나누고 각 요소에 대한 복소 광파를 홀로그램면에서 중첩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계산된 복소 광파는 다시 홀로그래픽 디

스플레이 시스템의 특성에 맞추어 encoding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림 1>은 이와 같은 과정을 설명한다. 본 고에서는 이 과정 중 

마지막 encoding 단계는 생략하고 그 이전 단계인 3차원 장면

에 해당하는 복소 광파의 생성 단계를 주로 다룬다. <그림 2(a)>

는 직육면체와 구 형태의 간단한 3차원 물체들에 대하여 계산된 

복소 광파의 진폭과 위상 분포이며, 이것의 광학적 재현 결과는 

<그림 2(b)>이다. <그림 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된 복소 

광파는 그 진폭(amplitude)와 위상(phase) 분포로 표현되며, 이

를 공간광변조기(Spatial Light Modulator, SLM)과 Laser 광

원등을 이용하여 광학적으로 재현하면 <그림 2(b)>와 같은 결과

를 얻는다. <그림 2(b)>에서 4장의 사진은 재현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의 초점거리를 다르게 하며 촬영한 결과이며, 카메라의 

초점 거리에 따라 구형 물체와 직육면체 물체의 초점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에서 재현 영상이 일반적인 2차원 영상이 아니라 공

간적으로 다른 depth에 결상된 3차원 영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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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차원 장면 복소 광파 생성 및 encoding

그림 2. 간단한 3차원 물체에 대한 CGH와 그 광학적 재현 결과의 예

(a) 계산된 복소 광파

(b) 광학적 재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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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이러한 CGH 기술의 원리를 살펴보고 최근의 기

술 개발 동향을 소개한다. 먼저 대표적인 CGH 기법들인 점광

원 기반 CGH, 삼각형 메쉬 기반 CGH, 광선 분포 기반 CGH, 

다중 면 기반 CGH 기법들을 살펴보며, 이들 기법들에서 최

근 제안되고 있는 연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보다 사실적 

CGH 생성을 위한 물체 표면의 반사도 구현 기술, 재생 영상에

서의 Speckle 잡음 저감 기술, 다중 3차원 물체들간의 가려짐 

현상 구현 기술등을 알아본다. 

II. CGH 기법 분류 및 원리 

CGH 기술은 3차원 장면을 작은 요소들의 집합으로 표현하고 

이들 각각에 대한 복소 광파를 홀로그램면에서 중첩함으로써 

전체 3차원 장면에 대한 복소 광파를 생성한다. 이 때, 3차원 

장면을 나누는 요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CGH 기술들이 존재

한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기술들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광원 기반 기술, 삼각형 메쉬 기반 기술, 광선 분포 기

반 기술, 다중 면 기반 기술이다.

1. 점광원 기반 기법 

점광원 기반 기법에서는 <그림 3(a)>와 같이 3차원 장면을 3

차원 공간에 흩어진 점광원들의 집합 (point cloud)로 표현하고 

각 점광원들에 대한 홀로그램면에서의 요소 복소 광파를 계산

하고 이들을 중첩하여 3차원 장면의 복소 광파를 얻는다[1]. 홀

로그램 면을 =0으로 놓을 때, 위치의 점광원에 해

당하는 홀로그램면에서의 요소 복소 광파 는 

와 같이 구면파로 주어진다. 식(1)에서 는 빛의 파장이다. 따라

서 점광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3차원 장면에 대한 홀로그램은 

와 같이 각 점광원에 대한 요소 복소 광파들을 중첩하여 얻어

진다. 식(2)에서 am은 m번째 점광원의 밝기와 초기 위상을 나

타내는 복소수이다.

이와 같은 점광원 기반 기법은 개념적으로 매우 간단하며, 요

소 복소 광파도 점광원의 위치에 관계 없이 항상 구면파의 형태

를 가지므로 구현도 어렵지 않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러나 큰 3차원 장면의 표현을 위해서는 매우 많은 수의 점광원

들이 필요하며, 매끄러운 표면의 표현을 위해 점광원간의 간격

도 매우 작아져야 하므로 연산 효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단점으

로 지적될 수 있다.

2. 삼각형 메쉬 기반 기법 

삼각형 메쉬 기반 기법에서는 <그림 3(b)>와 같이 3차원 장

면을 삼각형 메쉬들의 집합으로 표현하고 각 삼각형 메쉬에 대

한 홀로그램 면에서의 복소 광파를 중첩하여 홀로그램을 얻는

다. 점광원 기반 기법에서 점광원의 위치와 관계 없이 항상 구

면파 패턴의 복소 광파를 홀로그램면에서 얻었던 것과 달리, 삼

각형 메쉬 기반 기법에서는 삼각형 메쉬의 크기, 모양, 기울어

짐에 따라 홀로그램 면에서 얻는 요소 복소 광파가 모두 달라져 

그 구현이 좀더 복잡하다. 이와 같은 삼각형 메쉬에 대한 요소 

복소 광파의 계산은 실공간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 푸

리에 변환인 공간 주파수 공간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보다 편리

하므로, 삼각형 메쉬 기반 기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요소 복소 광

파의 angular spectrum을 먼저 계산한 후 이를 푸리에 변환하

여 요소 복소 광파를 얻는 방법을 채택한다[2-5].

특정 삼각형 메쉬를 포함하는 지역면에서 정의된 지역 좌표

계 에서의 위치 벡터  과 홀로그램면에서 정

의된 전역 좌표계 에서의 위치 벡터  가  회전 

그림 3. 3차원 장면 요소에 따른 CGH 기술 분류

	 (a)	점광원	 (b)	삼각형	메쉬

	 (c)	광선	분포	 (d)	다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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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행렬 R 과  이동 벡터 c로 

와 같이 표현된다면, 삼각형 메쉬에 대한 홀로그램면에서의 

요소 복소 광파의 angular spectrum 는 

와 같이 지역면에서의 angular spectrum 로 나타

낼 수 있다. 식(4)에서  =  과  =  

는 전역 좌표계에서의 공간 주파수,  과 

 는 지역 좌표계에서의 공간 주파수이

며, 이 둘은 회전 변환 R 에 의해  로 연관된

다. 또, 각 공간주파수에서의 축방향 성분 ,  은 

와              

같이 주어진다. 

이 때, 삼각형 메쉬 기반 기법은 지역 좌표계에서의 삼각형 메

쉬 angular spectrum 을 얻는 방법에 따라 비해석

적인 방법과 해석적인 방법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 비해석

적인 방법에서는 지역 좌표계에서 일정한 샘플링 간격으로 해

당 삼각형 메쉬의 진폭과 위상 분포를 나타낸 후 이를 지역 좌

표계에서 직접 푸리에 변환하여 angular spectrum 

을 얻는 반면[4-6], 해석적인 방법에서는 angular spectrum

의 해석적인 표현식을 알고 있는 기준 삼각형과 해당 삼각형 

메쉬간의 affine transform을 이용하여 angular spectrum 

을 기준 삼각형의 angular spectrum과 다시 연관 시

킨다 [2][3], [7][8]. 비해석적인 방법이 해석적 방법에 비해 구

현상 보다 간단하지만, 지역 좌표계에서의 angular spectrum 

을 식(4)에 의해 전역 좌표계로 변환하기 위하여 추

가적인 resampling과 보간을 필요로 하고 이에 따른 artifact

를 수반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최종적으로 3차원 장면에 대한 

홀로그램면에서의 복소 광파는 식(4)와 같이 전역 좌표계에서

의 angular spectrum들을 각 삼각형 메쉬들에 대하여 계산하

여 중첩한 후, 푸리에 변환하여 얻는다.

삼각형 메쉬 기반 CGH 기법은 점광원 기반 기법에 비하여 그 

구현이 다소 복잡하지만, 각각의 삼각형 메쉬들에 대하여 한번

에 복소 광파를 얻어내므로, 일반적으로 점광원 기반 기법에 비

하여 연산량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며, 특히 해석적인 삼각형 

메쉬 기반 CGH 기법은 주어진 홀로그램면의 샘플링 조건에서 

매우 정확한 복소 광파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 

많은 컴퓨터 그래픽스 (CG) 기술들이 삼각형 메쉬 기반의 물체 

표현을 사용하므로, 이들과 호환성이 높다는 것도 장점 중의 하

나이다. 이에 따라 최근 삼각형 메쉬 기반 CGH 기법에 대한 연

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 광선 분포 기반 기법 

광선 분포 기반 기법에서는 <그림 3(c)>와 같이, 3차원 장면

에 해당하는 광선 분포 (light ray field, light field)를 특정한 

면에서 얻은 후 이를 이용하여 홀로그램면에서의 복소 광파를 

생성한다. 광선 분포는 3차원 장면으로부터 오는 광선들의 분

포를 의미하며, 특정한 가상의 면을 통과하는 광선들의 위치별

 방향별  밝기 분포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광선 분포 기반 기법에서는 일반적으로 ray sampling 

plane으로 불리우는 가상의 면을 설정하고 이 면에서의 광선 

분포 L로부터 해당 면에서의 복소 광파를 먼저 얻는다. 이 때, 

ray sampling plane에서 광선 분포 L의 복소 광파로의 변환

은 섹션별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의 기법을 일반적으로 따

른다. 즉, ray sampling plane을 여러 개의 섹션으로 나누고 

각 섹션 중심에서의 각도별 광선 분포에 랜덤한 위상 분포를 곱

한 후 푸리에 트랜스폼을 취하여 해당 섹션의 복소 광파를 얻게 

된다. 홀로그램면에서의 복소 광파는 이과 같은 방법으로 ray 

sampling plane에서 얻어진 복소 광파를 홀로그램면까지 수치

적 전파 (numerical propagation)시켜 얻는다[9-13].

광선 본포로 표현되는 3차원 장면의 해상도는 광선 본포가 표

현되는 ray sampling plane의 위치가 3차원 장면에 가까울수

록 높아지므로, 광선 분포 기반 CGH 기법에서는 일반적으로 

ray sampling plane을 3차원 장면에 가깝게 위치시킨다. 광선 

분포 기반 기법에서는 광선 분포와 복소 광파간의 변환을 위하

여 광선들에 random한 위상들을 임의로 부여하므로, 재생되는 

영상을 이루는 각각의 3차원 점 (voxel)에 대하여 다른 기법들

과 같이 완전한 구면파가 재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홀로그램의 

재생 각도 영역 (시야각) 내에서 3차원 장면의 시차 (parallax)

는 충실히 재현된다. 따라서 광선 분포 기반 기법은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과 비슷한 특성을 지니며, 홀로그래픽 3차원 디스

플레이를 위한 콘텐츠 생성의 용도로 잘 활용될 수 있다.

최근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나 coded aperture등을 이용한 광

선 분포의 효율적 촬영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광

선 분포 기반 CGH 기법은 실사 물체의 홀로그램 콘텐츠를 간

섭계 구성 없이 생성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14].

4. 다중 면 기반 기법 

마지막으로 다중 면 기반 기법에서는 3차원 장면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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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와 같이 여러 개의 평행한 단면들로 분해 한 후 각각의 단

면 영상에 대한 홀로그램면에서의 요소 복소 광파를 계산하고 

이들을 중첩하여 3차원 장면에 대한 복소 광파를 얻는다[15]. 

이 때, 특정면  에서의 물체 단면 에 대한 

홀로그램면  에서의 요소 복소 광파 는 Rayleigh-

Sommerfeld 회절식을 이용하여

와 같이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중 면 기반 기법은 개념상 간단하고, 일반적으로 

3차원 장면을 표현하기 위한 단면의 개수가 다른 기법들의 요소

들 (점광원, 삼각형 메쉬, 광선)의 개수보다 적으므로 연산 효율

도 높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면의 개수가 충분히 많지 않을 

경우, 연속적인 3차원 장면이 아닌 여러 개의 층을 가진 영상으

로 인지될 수 있으며, 홀로그램 시야각내의 물체 표면 각도 반사 

분포등의 표현이 쉽지 않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III. 연산 속도 향상 기술 

앞서 살펴본 CGH 기법들은 일반적으로 그대로 구현할 경우 

매우 많은 양의 연산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점광원 기반 기

법의 경우, 개의 점광원들로 이루어진 3차원 장면에 대한 홀

로그램을  해상도로 얻기 위해서는 개의 복소수 

연산이 필요하며, 이는 실시간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을 쉽게 

넘어선다. 본 섹션에서는 CGH에서 연산 속도를 향상하기 위하

여 최근에 제안된 기법들을 간단히 살펴본다.

먼저 점광원 기반 기법에서는 룩업테이블 (Look-up table, 

LUT)를 이용한 연산 속도 향상 방법이 대표적으로 활용된다 

[16][17]. 식(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광원 하나에 대한 홀로

그램면에서의 복소 광파는 언제나 구면파이다. 특히 같은 거

리 (zo)에 있는 점광원들에 대한 홀로그램면에서의 복소 광파들

은 모두 동일한 형태를 띄고 있으며, 그 중심 위치만 점광원들

의 위치 (xo,yo)에 의하여 정해지는 전이 불변 (shift invariant) 

특성을 지닌다. 이를 이용하여, <그림 4>와 같이 각각의 거리에 

대한 요소 복소 광파를 하나씩만 미리 계산하여 LUT를 구축해 

놓고, 실제 3차원 장면에 대한 홀로그램은 LUT에 저장된 복소 

광파들을 이동하고 중첩하여 얻음으로써 연산 속도를 향상할 

수 있다.  

이러한 LUT 기반 기법은 3차원 동영상의 경우 각 frame 간

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홀로그램에서 업데이트하는 방법

으로 보다 확장될 수 있으며 frame 간의 차이에 기반한 방법, 

움직임 벡터 추정 및 보상 기법에 기반한 방법, MPEG 기반 기

법등이 제안된 바 있다[18][19].

LUT 기반 기법의 단점 중 하나는 모든 가능한 거리에 대한 

복소 광파들을 미리 계산하여 저장해 두어야 하므로 메모리 요

구량이 많다는 것이다. 이를 줄이기 위하여, 구면파 패턴의 

radial 대칭성을 이용하여 구면파 패턴의 일부만을 저장하고 나

머지 부분은 간단한 보간 연산을 통해 복원해 내는 기법, 몇몇 

개의 거리에 대해서만 LUT를 구축하고 나머지 거리에 대한 복

소 광파는 LUT에 저장된 복소 광파를 이용하여 합성하는 기법

등이 제안된 바 있다[20-24].

점광원 기반 기법에서 연산 속도를 향상하기 위한 또다른 방

법은 파면 기록면 (wavefront recording plane)을 이용한 기

법이다[25][26][27]. 점광원 기반 기법에서 각 점광원에 해당하

는 요소 복소 광파가 홀로그램면에서 계산되는 영역의 크기는 

그림 4. LUT를 이용한 연산 속도 향상

그림 5. 파면 기록면을 이용한 연산 속도 향상 

(a) 기존 기법 (b)파면 기록면을 이용한 기법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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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면에서의 샘플링 간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홀로그램의 

샘플링 간격이 일 때, aliasing 없이 표현되는 복소 광

파의 각도 영역은  

와 같이 주어진다. 에 위치한 점광원에 해당하

는 복소 광파가 계산되어야 하는 홀로그램면에서의 영역은 

  이며, 따라서 물체의 거

리가 멀어질수록 커진다. 파면 기록면 기반 기법은 이러한 특성

을 이용한다. 즉, 점광원들에 대한 복소 광파들을 홀로그램면에

서 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5>와 같이 3차원 장면들

에 가까운 파면 기록면을 설정하고 그 면에서 점광원들에 대한 

복소 광파들을 계산하여 중첩한 후, 최종적으로 파면 기록면의 

복소 광파를 홀로그램면으로 수치적 전파시켜 홀로그램을 얻는

다. 요소 복소 광파가 홀로그램면이 아닌 점광원에 가까운 면에

서 계산되므로 계산하여야 하는 영역의 넓이가 현격하게 줄어 

결국 전체 연산량이 줄게 된다. 

앞서 살펴본 LUT 기반 기법과 파면 기록면 기반 기법 모두 

각각의 점광원에 해당하는 요소 복소 광파인 구면파를 계산하

는 과정을 수반한다. 이러한 구면파의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하

여 Fast Fourier Transform (FFT)를 이용한 방법도 제안된 바 

있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면파를 여러 개의 섹션으

로 나눈 후 각 섹션은 일정한 공간 주파수의 위상 패턴으로 근

사하는 기법이다. 일정한 공간 주파수의 위상 패턴은 FFT를 이

용하여 매우 빠르게 얻어질 수 있으므로 구면파의 직접 계산에 

비해 훨씬 빠르게 근사된 구면파의 패턴을 얻을 수 있다. 섹션

들간의 상대적인 위상 차이도 근사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얻어

질 수 있으며, 최근 photo-realistic 컬러 홀로그래픽 영상 재

현도 본 기술을 이용하여 보고된 바 있다[28].

삼각형 메쉬 기반 CGH 기법에서도 연산 속도 향상을 위한 

기법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비해석적 삼각형 메쉬 기반 

CGH 기법에서는 지역 좌표계 angular spectrum을 각각의 삼

각형 메쉬별로 푸리에 변환을 취하여 계산하지 않고, 하나의 기

준 삼각형 메쉬에 대해서만 한번의 푸리에 변환을 취하여 얻은 

후 나머지 삼각형 메쉬의 angular spectrum은 기준 삼각형의 

angular spectrum을 적절히 resampling하여 얻는 기법이 제

안된 바 있다. 이 기법은 요구되는 푸리에 변환의 수를 저감하

므로 연산 속도를 향상할 수 있다[29][30]. 

해석적 삼각형 메쉬에 대해서는 기준 삼각형의 angular 

spectrum에 대한 연산 영역을 제한함으로써 연산 속도를 향상하

는 기법이 제안된 바 있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준 삼

각형의 angular spectrum은 전체 공간 주파수 영역에서 균일하

게 퍼져 있지 않고, 기준 삼각형의 각 변의 수직 방향으로 넓게 

퍼져 있는 별 모양을 띄고 있다. 따라서 주된 power가 모여 있는 

별 모양 주위만 실제로 연산을 수행하고 나머지 영역은 연산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연산 속도를 향상할 수 있다[31].

이 밖에도 점광원 기법과 삼각형 메쉬 기법을 결합하여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법도 제안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3차원 

물체를 바라보는 각도의 변화에 따른 홀로그램의 빠른 업데이

트 기법등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32][33][34]. 

IV. 보다 사실적인 3차원 표현을 위한 기술 

1. 반사 분포 및 텍스쳐 패턴 구현 기술 

앞서 살펴본 연산 속도 향상 기술과 함께 CGH의 3차원 물

체 표현의 질 향상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3차

원 물체를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조명 환

경에서 3차원 물체 표면의 쉐이딩과 텍스쳐 패턴등을 구현하는 

그림 6. FFT를 이용한 구면파의 근사

그림 7. 해석적 삼각형 메쉬 기반 CGH에서 연산 영역을 제한하여 

연산 속도를 향상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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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점광원 기반 기법에서는 각 점의 법선 벡터와 텍스쳐 맵 정

보를 이용하여 쉐이딩과 텍스쳐 맵핑을 비교적 쉽게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석적 삼각형 메쉬 기법의 경우에는 해석적인 

angular spectrum 표현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상 이를 구현하

는 것이 쉽지 않은데, 최근 연속적인 내부 밝기 분포를 가지는 

기준 삼각형의 사용과 효율적인 삼각형 분할 기법을 활용하여 

이들을 구현하는 기법이 제안된 바 있다[35-38]. <그림 8>은 

해석적 삼각형 기법에서 이들을 구현한 결과의 예를 보여준다.

3차원 물체의 보다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서는 3차원 물체 표

면의 각도별 반사 분포를 구현하는 것도 요구된다. <그림 9(a)>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진 조명 환경내에서 3차원 물체 표

면 반사광의 각도별 밝기 분포를 홀로그램의 시야각내에서 구

현해야 하며, 이는 재현되는 물체 표면의 specular, diffuse, 

ambient 반사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인 컴퓨터 그래

픽스에서는 렌더링을 수행하는 시점이 하나로 정해져 있으므

로, 물체 표면의 반사 모델에 의하여 결정되는 하나의 밝기 값

이 해당 물체 표면의 밝기로 쓰이는 반면, CGH에서는 하나의 

시점이 아닌 일정한 시야각내에서 영상을 재현하므로 각 물체 

표면의 밝기가 하나의 값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시야각내

의 밝기의 각도 분포로 주어지는 차이점을 가진다.  

이러한 각도별 반사 분포의 구현을 위하여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며, 점광원 기반 기법에서는 <그림 9(b)>와 같이 진

폭 변조된 구면파 요소 광파를 이용한 기술이 제안된 바 있다. 

즉, 각 점광원에 해당하는 요소 광파의 진폭을 공간적으로 변

조함으로써 재현되는 3차원 점의 각도별 밝기 분포를 구현하는 

기술이다[40]. 해석적 삼각형 메쉬 기반 기법에서는 최근 <그림 

9(c)>와 같이 다양한 carrier-wave에 대하여 복소 광파들을 별

도로 계산하고 이들을 타겟 반사 분포에 따라 변조 후 중첩함으

로써 삼각형 메쉬별 각도 반사 분포를 구현하는 기법이 제안된 

바 있다. 이 때, carrier-wave별 복소 광파의 계산을 적절한 

근사를 통하여 가속화 할 수 있음도 함께 제안되었다[41].

2. 스페클 저감 기법 

스페클(speckle)은 결맞은 광원을 사용하여 형성된 영상에서 

관측되는 밝기의 random한 공간적 요동을 말한다. CGH에서

는 일반적으로 3차원 영상의 시야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한 

3차원 물체 요소 (점광원, 삼각형 메쉬, 광선 등)간에 랜덤하거

그림 8. 해석적 삼각형 메쉬 기반 CGH에서의 (a)연속적 쉐이딩 구현

(출처: ref [35]) (b) 텍스쳐 맵핑 구현 (출처: ref [38])

	 					(a)																																																		(b)

그림 9. 각도별 반사 분포 구현

(a) 개념 (b) 점광원 기법에서의 구현 (c) 삼각형 메쉬 기법에서의 구현

(b)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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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우 큰 위상차이를 부여하는데, 이들 간의 간섭으로 인하

여 관측영상에서는 스페클 잡음이 추가된다. 스페클을 저감하

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덜 결맞은 광원인 LED를 광원으로 사

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재생되는 3차원 영상이 LED의 spectral 

bandwidth에 따라 흐릿해지는 단점을 수반한다. 3차원 물체 

요소에 부여하는 위상들을 랜덤하게 하며 매우 많은 수의 홀로

그램들을 생성하고 이들을 빠르게 시분할 구동하는 것도 전통

적인 스페클 저감 방법 중 하나이나, 이는 매우 많은 수의 홀로

그램들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최근 점광원 기반 기법에서 점광원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홀로그램을 각각 생성한 후 이들을 시분할 구동하는 기법이 제

안되었다[42][43]. 이 기법에서는 <그림 10>에서와 같이 3차원 

물체를 이루는 점광원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추출하여 점광원 그

룹들을 형성한 후, 점광원 그룹별 홀로그램들을 생성한다. CGH

의 재현시에는 이들 그룹별 홀로그램들을 시분할 구동을 통해 

빨게 재생한다. 이 때, 각 점광원 그룹에서는 인접한 점광원 사

이의 거리가 충분히 멀어, 즉 관측자 눈의 분해능으로 결정되는 

3차원 물체 면에서의 circle of confusion 보다 멀어, 관측 영상

에서 점광원 간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스페클이 없

는 깨끗한 영상을 관측하게 된다. 여전히 시분할 구동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나 요구되는 홀로그램의 개수

가 훨씬 적다는 것이 본 기법의 장점이다. 최근에는 비슷한 개념

을 광선 기반 기법에도 적용한 예도 보고된 바 있다[44].

3. 가려짐 구현 기술 

CGH가 3차원 물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또다른 필요 

요소로서 물체 간의 가려짐(occlusion)의 표현을 들 수 있다. 홀

로그램은 일정한 시야각을 가지고 있고, 시야각 내에서 바라보

는 방향에 따라 가려지는 물체의 부분이 변화하므로, 물체의 가

려짐을 올바로 CGH에 표현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가려짐 표현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시야각내에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가려져야 할 물체의 부분들을 일일이 계산하고 이

를 반영하여 요소 복소 광파에 대하여 적절한 masking을 해 주

는 것으로서 점광원 기반 기법과 광선 기반 기법에서 제안되고 

있다[46][47].

또, 삼각형 메쉬 기반 기법을 포함하여 보다 일반적으로 가려

짐을 표현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실루엣 기법도 최근 제안된 바 

있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려지는 물체의 복소 광

파를 홀로그램면에서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리는 

물체면에서 계산하고, 이를 가리는 물체 모양으로 결정되는 가

려짐 mask와 곱한 후, 최종적으로 홀로그램면으로 수치적 전

파를 시키는 기법이다. 이를 통하여 시점별 가려짐을 일일이 계

산하지 않고도 시야각내에서 적절한 가려짐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실루엣 기법을 개선하여 연산 속도를 향상하는 

기법들도 제안되고 있다[48].

V. 결 론 

본고에서는 CGH의 기본 원리와 최근 제안된 기술들을 살펴

보았다. CGH의 대표적 기법들은 점광원 기반 기법, 삼각형 메

쉬 기반 기법, 광선 분포 기반 기법, 다중 면 기반 기법들의 원

리를 설명하였으며, 연산 속도를 향상하고, 물체 표면의 쉐이딩 

/ 텍스쳐 / 각도별 반사 분포를 구현하며, 스페클 잡음을 저감

하고, 물체간 가려짐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근 기술들을 알아보

았다. CGH에 대한 최근의 활발한 연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고

해상도 홀로그램의 실시간 생성, 스페클 없는 photo-realistic 

3차원 장면 표현, 올바른 가려짐 효과와 물체 표면 반사 모델을 

구현한 광시야각 홀로그램 생성 등 추가적인 연구 개발을 필요

로 하는 많은 연구 영역들이 남아 있다. CGH의 정량적인 평가, 

SLM의 제한된 변조 특성을 고려한 CGH의 최적화, CGH의 저

작 기법, 효율적인 CGH의 압축 전송 기술, 다른 3D 콘텐츠와

의 호환성 향상 기술 등도 역시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영역들이다. 앞으로 이러한 여러 분야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

발히 진행되어 홀로그래픽 3차원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다양한 

CGH의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그림 10. 점광원 그룹과 시분할 구동을 이용한 스페클 저감 기법

그림 11. 실루엣 기법을 이용한 가려짐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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