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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홀로그램은 3차원 영상으로 된 입체 사진으로, 홀로그

래피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즉, 입체상을 재현

하는 간섭 줄무늬를 기록한 매체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컴퓨터로 제작을 하면 기존의 광학적 홀로그램에 비해 

임의 물체(파면)를 재생할 수 있으며, 재현성이 높은 등 

다양한 장점들을 가진다.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사용

자가 편리하게 생성 및 복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서비스에서는 디지털 

홀로그램에서 프린지 패턴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포맷

을 정의하여 홀로그램 복원을 위한 공간광변조기 장치와

는 독립적인 데이터를 구성한다. 수치적 방식으로 생성

된 홀로그램 프린지 패턴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포맷

을 정의하여 다양한 홀로그램 인코딩 방법이나 다양한 

공간광변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홀로그램 생성 

파라미터를 사용자가 3D 모델 정보나 진폭, 위상의 정보

를 원하는 값으로 입력을 받아 프린지 패턴을 생성 및 

복원 할 수 있는 시스템 방법을 제안한다.

Ⅱ. 제안한 홀로그램 생성 및 복원 서비스

1. 홀로그램 데이터 스트림 구조

  홀로그램 데이터 스트림은 광학적 복원 장치와는 독립

적인 홀로그램 프린지 데이터를 포함한다. 스타트 비트

부터 시작하여 Header와 진폭정보, 위상정보, 3D 모델이

름까지 포함하는 스트림을 정의하였다[1].

▶▶ 그림 1. 홀로그램 데이터 스트림 구조[1]

2. 홀로그램 생성 파라미터

  홀로그램 데이터 스트림의 헤더정보로 구성되며, 홀로그

램 생성 파라미터는 표와 같은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홀로그램 생성 파라미터 구성

GUI/데이터 스트림 구조 기반 홀로그램 생성 및 복원
Generation and reconstruction of holographic based on GUI and data strea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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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홀로(holo)란 그리스 어로 전체를, 그램(gram)은 그리스 어로 ‘메시지’ 또는 ‘정보’란 뜻으로, ‘완전한 사진’이란 의미의 홀로그램은 

어떤 대상 물체의 3차원 입체상을 재생한다. 이러한 기술을 컴퓨터로 물체의 파면을 계산하여 디지털적으로 홀로그램을 제작 및 

복원하는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홀로그램 데이터 포맷을 정의하고 C#기반의 폼으로 제작하여 사용자가 이미지, Point Cloud, 

Mesh Cloud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생성 및 복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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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홀로그램 생성 파라미터

  홀로그램 프린지 데이터를 생성하기 전에 각각의 파라

미터 값을 입력을 받는다. 먼저 프린지 데이터를 이미지, 

Point Cloud, Mesh Cloud 중 어떤 종류로 만들지 결정

을 한다. 그리고 참조파(강도, 입사각, 파장), 색상 채널 

정보(R, G, B), 전달함수(픽셀간격, 객체와 홀로그램 간 

거리, 홀로그램 해상도, 프린지 데이터 타입), 홀로그램 

타입(Transmission/Reflection, On-axis/off-axis), 광학변

수(렌즈 파라미터, 프리즘 위치 정보, 감마, x-y축 이동)

와 같은 파라미터 정보들을 입력을 받는다[2]. 

▶▶ 그림 2. 홀로그램 생성 파라미터 입력[2]

4. 프린지 데이터 생성

  홀로그램 생성 파라미터에서 입력을 한 값을 가지고 

프린지 데이터를 생성한다. 왼쪽에는 3D Object Model

을 보여주고 왼쪽에는 3D obj 모델과 생성 파라미터 값

을 이용하여 그에 맞는 프린지 데이터를 생성하게 된다[3].

▶▶ 그림 3. 프린지 데이터 생성[3]

5. 프린지 데이터 복원

  홀로그램 복원은 생성으로 만든 프린지 데이터를 이용

하여 본래의 이미지를 복원을 한다. 왼쪽에는 생성된 프

린지 데이터를 보여주고 오른쪽에는 왼쪽 이미지를 이용

하여 만든 이미지를 생성한다[4].

▶▶ 그림 4. 홀로그램 복원[4]

Ⅲ.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홀로그램 데이터 스트림을 정의하여 다

양한 환경에서도 생성된 프린지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생성 파라미터를 사용자가 원

하는 값들로 입력 받아 광학적/수치적 복원 영상의 품질

이 최대한 일치하는 방향으로 프린지 패턴을 생성 또는 

재생성할 수 있게 제작하였다. 향후에는 프린지 데이터 

색상 채널 정보(R, G, B를 추가해 컬러정보를 담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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