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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고부가가치의 디지털 홀로그램 콘텐츠를 작하여 새로운 디지털 홀로그램 콘텐츠를 확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깊이정보는 스테 오 정합방식으로 획득한 시차정보로부터 얻은 깊이정보와 TOF (time-of-flight) 

방식의 깊이카메라로 촬 한 깊이정보를 모두 사용한다. 각 종류의 깊이정보와 변환방법을 사용하여 깊이정보를 

변환하거나 합성하고 이를 CGH 방법으로 연산하여 디지털 홀로그램을 획득한다. 한 CGH 연산으로 획득한 디지

털 홀로그램의 선형성을 기반으로 기 생성된 디지털 홀로그램 콘텐츠를 합성하여 새로운 디지털 홀로그램 콘텐츠

를 획득하는 방법도 제시한다. 제안한 방법을 다양한 깊이정보와 디지털 콘텐츠를 상으로 실험하여 이 방법이 디

지털 홀로그램 콘텐츠의 작방법으로 효과 임을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propose a method to obtain a new digital hologram content, a high value-added digital content, by manipulating one or 

more existing digital hologram contents or depth informations. For the depth informations, we use both the ones converted from disparities by 

stereo matching and the ones taken by time-of-flight (TOF) depth cameras. For them, we analyze the properties and their differences for the 

two kinds of depth informations and propose a conversion method to homogenize them. By using them, we propose a method to convert and 

synthesize the depth informations to calculate a new CGH. Also, we propose a method to get a new digital hologram content by synthesizing 

the digital holograms themselves according to their linearity. The proposed methods are experimented with various depth informations and 

digital holograms to show that they are very effective as the manipulating methods for digital hologram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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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3차원(3-dimensional, 3D) 상에 한 심도가 

증하면서 차세  3차원 상에 한 연구들이 크게 증

가하고 있다[1]. 물체로부터 반사된 빛의 진폭과 상을 

모두 장하고 복원하는 홀로그램은 완벽한 3D 상 재

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나 어떠한 각

도에서든지 편하게 3D 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홀로

그램은 완 한 3D 상을 실 하는 궁극 인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홀로그램 한 디지털 홀로그램이 개발되면서 홀로

그램 상의 화질개선방법[2][3], 홀로그램 상의 획득 

 복원시스템[5] 등의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연산에 의

한 홀로그램 생성 방법(컴퓨터-생성 홀로그램, computer- 

generated hologram, CGH)[6]이 선호되고 있다. CGH 방

법은 두 의 간섭 상으로 생성되는 홀로그램의 특

성을 수학 으로 모델링 한 것으로서, 간단한 한 방법을 

식 (1)에 나타내었다[1].

 




 cos 
  

 
      

(1)

여기서, 는 의 홀로그램 값, 은 물체의 

원 수, 는 번째 물체 원의 세기, 는 상수, 

와 는 홀로그램과 물체 원의 치를 

각각 나타내며, 와 는 홀로그램과 물체의 화소크기

를 각각 나타낸다. 

 CGH 방식을 사용하건 기존의 방법과 같이 학

으로 두 의 간섭 상을 촬 하던, 디지털 홀로그램

은 획득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매우 고부가가치의 

디지털 콘텐츠이다. 를 들어 식 (1)에 의해 HD  2D

상과 깊이정보를 갖는 물체에 해 HD  디지털 홀

로그램을 연산하기 해서는 ×번 식 (1)

을 계산하여야 한다. 디지털 홀로그램이 매체로서

의 역할을 하기 해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가 생

성되어야 한다. 재 3D 상이 매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요한 이유가 콘텐츠의 

부족이고 보면, 디지털 홀로그램 역시 콘텐츠 확보에 

상당한 역 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최근 

디지털 콘텐츠의 작에 한 연구를 시작하기에 이르

다[7]. 

본 논문에서도 디지털 홀로그램 콘텐츠를 확보하는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CGH 방법으로 디

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것을 제로, 깊이정보를 변

화시켜 홀로그램 콘텐츠 내의 물체의 3차원  치를 변

화시키거나 그 물체를 다른 콘텐츠와 결합하는 등의 방

법으로 홀로그램 콘텐츠를 작하고 합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 깊이정보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GH를 생성하기 해서

는 물체의 각 화소로부터 홀로그램 평면까지의 거리, 즉 

깊이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깊이정보는 크게 두 가

지의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는데, 본 장에서는 각 방법에 

해 설명하고, 두 방법의 결과 정보의 특징과 차이 에 

해 설명한다.

2.1. 정합방식을 이용한 깊이 정보 획득

깊이정보를 얻는 방법  지 까지 가장 일반 이고 

리 사용해온 방법은 스테 오 상을 정합하여 시차

(disparity)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이다. 스테 오 정합

방식은 3차원 공간상에 설치된 카메라의 기하학  특성

이 주어진 상태에서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한 장면에 

한 좌, 우 상간의 정합 을 찾아내고 그 두 간의 거리

를 찾아냄으로써 깊이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그림 1은 평행식 카메라 배열(a)과 이 배열로 획득되

는 두 상의 응화소(b)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b)에서 

첨자 ‘l'과 ’r'은 각각 좌측 카메라와 우측 카메라의 상

임을 나타낸다. ‘left axis'와 ’right axis'는 두 카메라의 

축을 나타내며, 여기서는 z-좌표로 사용한다. 과 은 

각 카메라의 심 을 나타내며, 과 은  

가 좌측과 우측 카메라에 맺히는 을 나타낸

다. 한 두 카메라는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는 두 카메라 간 거리(baseline distance), 는 두 카메라

의 거리(focal length)를 의미한다. 그림 2(b)에서 횡

축을  -축으로 설정하며, 두 카메라가 동일한 선상에서 

완 히 평행을 이루면 좌우 상에 응되는 두 의 y와 

z값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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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우 상에서 가장 유사한 응화소를 찾고 그 두 

화소간의 거리를 계산하면 그 값이 시차 이다. 그림 1

의 좌표계의 원 이 좌측 카메라의 심()에 있다고 

가정하면 삼각형 ∆

와 ∆





, 그리고 삼각형 

∆

와 ∆





을 비교하면 식  


와 

  

의 계를 얻을 수 있다. 이 두 식을 결합

하고, 좌 상과 우 상  -좌표의 차이는 정의에 의해서 

 이므로 식 (3)을 얻을 수 있다. 

              (2)

(a) (b)

그림 1. 평행식 스테 오 카메라 배열과 상의 응 
(a) 평행식 카메라, (b) 응

Fig. 1 Parallel arrangement of stereo cameras and 
stereo image matching (a) parallel cameras, 

(b) matching of the two pixels

2.2. TOF방식의 깊이정보 획득

최근 깊이정보에 한 요성이 두되면서 상용 깊

이카메라가 출시되고 있다. 이 깊이카메라가 깊이정보

를 획득하는 표 인 방식이 TOF 방식이다. 일반 인 

TOF 카메라는 특정신호를 조사할 수 있는 LED나 이

 같은 원과 반사된 신호를 검출하는 센서로 구성되

어있다. 이 방식은 카메라에서 신호를 조사하고, 이 신호

와 반사되는 신호의 상 도를 계산하여 거리로 환산하

는 방식이다[9]. 

그림 2(a)는 TOF 깊이카메라의 동작방법을 도식 으

로 나타낸 그림이며, (b)는 TOF의 조사된 신호와 돌아온 

신호를 나타낸 것이다. TOF 카메라의 신호로부터 거리

정보를 구하기 해서는 조사신호와 반사신호의 상

도(cross-correlation) 를 사용하는데[18], 자세한 연

산방식은 본 논문에서는 생략한다. 결과의 깊이정보는 

식 (3)으로 주어진다.

 



∙



               (3)

여기서 는 빛의 속도, 는 신호의 주 수, 그리고 

는 조사된 신호와 입사된 신호의 상차이다. 

(a) (b)

그림 2. TOF 깊이카메라 
(a) 카메라의 동작, (b) TOF 신호.
Fig. 2 TOF depth camera 

(a) camera operation, (b) TOF signal 

TOF 방식의  하나의 단 은 가까운 거리를 측정

하는데 있다. 물체나 주  환경에 따라 조사한 가 물

체에서 반사되어 직  입사되는 경우도 있지만, 물체

표면에서 주 의 물체로 반사되고 그 물체에서 다시 

반사되어 입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물체

의 거리측정은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 를 들어 

=50 MHz일 경우 일반 으로 약 1m 이내의 측정은 신

뢰할 수 없다. 

2.3. 정합과 TOF방식 깊이정보의 차이

정합방식과 TOF방식은 모두 깊이정보를 제공하지

만, 두 방식의 깊이정보는 각각 고유의 특성이 있다. 정

합방식에 의한 깊이정보는 카메라부터 물체까지의 거

리가 변화하면 좌우 두 상에 투 되는 응 이 원

근에 의하여 시차의 차이가 변화하기 때문에 물체의 

크기뿐만 아니라 물체 두께에 한 시차값도 변화한

다. 그러나 TOF방식은 물체까지의 거리를 신호의 왕

복거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물체까지의 거리가 변화하

더라도 물체의 거리만 변할 뿐 물체의 두께는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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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깊이정보 (a) 스테 오 정합, (b) TOF 카메라
Fig. 3 Depth informations (a) stereo matching, 

(b) TOF camera

그림 3에 두 방식에 의한 깊이정보를 보이고 있다. 그

림 3 (a)의 스테 오 정합에 의한 경우인데, 복잡성을 

이기 해 동일한 두 물체(

와 


)가 우측 카메라의 

축에 치한다고 가정하 으며, 이것은 일반 인 경

우도 마찬가지로 용된다. 그림 3 (b)의 TOF 카메라에 

의한 경우 그 특성상 한 개의 카메라만 필요하며, 이 카

메라에 빛의 조사부와 수신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

한다.

 그림 3 (a)에서 물체 의 두께 는 식 (3)을 이

용하여 식 (4)와 같이 구해진다.



 

 




      (4)

여기서 과  , 과 는  P1과 P2의 깊이

와 시차를 각각 나타낸다. 그림 3(a)에서 상에 나타나

는 두 물체의 크기 (  와    )는 카메라와 

물체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b)의 TOF 카메라의 경우 특정 까지의 거리

를 신호가 왕복한 거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물체의 두께

나 두 간의 깊이차이는 TOF방식으로 측정된 두 의 

깊이값의 차이로 곧바로 구할 수 있다. 깊이정보를 디스

이하는데 있어서 디지털로 표 하기 해서는 TOF 

방식의 깊이 카메라가 신뢰성을 갖고 측정할 수 있는 최

 깊이값을 기 으로 디지털 값으로 변환된다. 측정 가

능한 최  깊이값을 
max
이고, 비트로 깊이값을 표

할 때, 측정된 깊이 의 디지털 값 는 식 (5)와 같다.



⌊

max

 ⌋         (5)

이 게 변환된 깊이값을 그 로 용하여 흑백 상

으로 디스 이하면 가까운 물체는 어둡게, 먼 물체는 

밝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디스 이 방식보다 

가까운 것을 밝게, 먼 것을 어둡게 디스 이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더욱 친 하다. 따라서 일반 인 디스

이에서는 이 값을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를 디스

이한다. 



 


           (6)

그림 3(b)의 두 물체 와 의 두께는   과 

  인데, 디스 이되는 값으로는 




 




와 






 




로 구할 수 있다. 

그림 4에 TOF 카메라로 촬 한 깊이 상의 를 보

이고 있는데, (a), (b), (c)는 각각 직육면체 상자를 1m, 

1.5m, 2m에서 촬 한 결과이고, (d)는 촬 된 각 결과의 

값들을 거리(횡축)에 따른 히스토그램(빈도수)으로 나

타낸 것이다. 1m에서 촬 한 물체는 2m에서 촬 한 물

체에 비해 크기는 상당히 작아졌으나 두께는 동일함을 

볼 수 있다.

(a) (b) (c)

(d)

그림 4. 깊이카메라 특성 (a) 거리1, (b) 거리2, 
(c) 거리3, (d) 히스토그램 

Fig. 4 Property of depth camera (a) distance1, 
(b) distance2, (c) distance3, (d) his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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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홀로그램 콘텐츠 저작 및 합성

본 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두 종류의 깊이정보 각각

을 조작하여 홀로그램 콘텐츠를 작하는 방법과 두 종

류의 깊이정보를 하나의 깊이정보로 합성하여 홀로그

램 콘텐츠를 작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한 한 홀로그

램에서 심 역과 비 심 역이 구별되는 경우 심

역의 화질과 비 심 역의 화질을 달리하는 작 방

법도 설명한다. 그리고 선형성을 이용하여 홀로그램 콘

텐츠를 직  합성하는 방법도 설명한다.

3.1. 깊이정보를 이용한 홀로그램 콘텐츠 작 

CGH 방법으로 홀로그램 생성할 때 필수의 데이터  

하나가 깊이정보이다. 2장에서 설명한 두 가지 깊이정보 

획득 방법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왜곡된 홀로그램 상이 나타나게 된

다. 본 에서는 깊이정보를 조작하여 디지털 홀로그램 

콘텐츠를 작하는 방법에 해여 설명한다.

(1) 정합방식으로 획득한 깊이정보 조작

그림 4는 정합방식에 의해 시차정보를 획득하는 방법

을 상으로 물체가 수직(a) 는 수평(b) 이동할 때를 각

각 도식화한 것이다. 먼  그림 4 (a)의 수직이동(

에서 로)의 경우,   치와   치의 물

체의 시차를 각각  , 라고 할 때, 식 (2)에 의해 식 (7)

과 같다. 

 



  



         (7)

이 두 식을 결합하면, 식 (8)과 같다. 

             (8)

즉, 물체가   치에서   치로 는 그 반

로 이동하 을 때 식 (8)을 만족하도록 시차값을 조정

하면 된다.

한편, 두 카메라에 맺히는 물체의 크기 는   

치에 있을 때    ,   치에 있을 때  이

다. 따라서 깊이에 따른 물체의 크기 한 식 (8)과 동일

하며, 식 (9)가 된다. 

              (9)

물체가 수직 이동했을 때 이동한 물체의 시차와 크기

는 모두 거리에 반비례하며, 식 (8)과 식 (9)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그림 5(b)의 수평이동의 경우에는 이동  후의 시차

와 크기가 동일하다. 따라서 물체가 수평 이동할 경우 그 

물체의 크기와 시차는 변하지 않는다.

(a) (b)

그림 5. 물체의 이동에 한 정합방식의 시차정보  
크기의 변화 (a) 수직이동, (b) 수평이동.

Fig. 5 Changes in disparity information and size by 
object movement for stereo matching method: (a) 
vertical movement, (b) horizontal movement.

(2) TOF 깊이카메라로 획득한 깊이정보 조작

그림 3 (b)를 동일한 물체가 수직이동(에서 

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동  후 물체의 두께

( ,  )는 변화하지 않으므로, 식 (6)을 이용하면, 

식 (10), (11),  (12)와 같다. 



 

     (10)

 
    

  
 

    
  

 (11)

  
       (12)

즉 물체의 수직이동에 한 TOF방식의 깊이정보는 

식 (12)로 쉽게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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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물체가 이동함에 따른 화면상의 물체의 크기 

와 는 식 (13)으로 정의된다. 







 






         (13)

여기서 는 물체의 실제 크기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동 후 화면상에 나타나는 물체의 크기의 계는 식 

(14)로 나타난다. 


 


   


    (14)

물체가 수평 이동하는 경우는 정합방식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물체의 두께는 물론 화면상

에 나타나는 물체의 크기도 동일하다. 따라서 이에 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3) 깊이정보의 합성

앞의 두 에서 정합방식과 TOF 깊이 카메라 각각의 

깊이정보를 조작하여 CGH 방식으로 디지털 홀로그램

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하 다. 본 에서는 두 방식의 

깊이정보를 혼합하여 조작하는 방법에 해 설명한다. 

크기가 인 물체가 카메라 상센서에 투 되는 크기

를 라고 하면 식 (14)로 나타낼 수 있다. 

 



              (14)

이 투 도를 정합방식의 일반 카메라(첨자  )와 

TOF 방식의 깊이카메라(첨자 )에 용하면, 식 (15)로 

나타낼 수 있다. 

 







           (15)

따라서 정합방식과 TOF 카메라에 의한 물체의 크기

에 한 계는 식 (16)과 같다. 








             (16)

따라서 이 식으로 물체의 크기를 상호 변환할 수 있다. 한

편, 정합방식으로부터 얻은 깊이정보( )는  




⌊

 

max 
⌋으로  디지털 값으로 변

환할 수 있고,  
  

으로 인간 친화

으로 변환할 수 있다. 즉, 식 (16)과 식 (5), (6)을 이용하면 

정합방식으로 획득한 깊이정보를 TOF방식의 깊이정보

로 변환할 수 있고, 이를 역으로 변환하면 TOF방식의 깊

이정보를 정합방식의 정보로도 변환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물체 크기에 한 변환과 함께 사용하여 

정합방식으로 획득한 시차정보와 TOF 방식으로 획득한 

깊이정보와 결합할 수 있다. 즉, 이 에서 설명한 방법

으로 정합방식의 깊이정보와 TOF 방식의 깊이정보를 

결합하는 디지털 홀로그램 콘텐츠의 작  합성이 가

능하다.

3.2. 심 역에 한 홀로그램 콘텐츠 작 

일반 인 3차원 상에서 시청자가 주시하는 역

( 심 역: region of interest, ROI)은 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은 주시하고 있는 한정  역에서만 3

차원을 감지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역은 2차원 인 감

지능력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15]. 이것은 홀로그램에서

도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홀로그램을 

생성하는데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므로 ROI에 한 처

리로 연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림 5는 심 역(다비드 상)과 비 심 역(우산)의 

깊이정보를 변화시키지 않은 홀로그램 상과 비 심

역 깊이정보의 해상도를 1/4로 인 홀로그램 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6(a)와 (e)는 각각 원 상과 비 심 역의 해상

도를 1/4로 인 깊이 상, (b)와 (f)는 (a)와 (e)의 CGH를 

생성한 결과이다. (b)와 (f)를 심 역에 을 맞추어 

복원한 상(c)와 (g)를 비교하면 심 역은 동일하나, 

비 심 역은 해상도를 축소한 상이 훨씬 흐리다. 이

것은 을 비 심 역에 맞춘 (d)와 (h) 복원 상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그러나 비 심 역의 선명도 차

이는 심 역을 주시하는 경우 큰 향을 미치지 않는

다. 반면, 연산량은 깊이 상의 해상도에 비례하여 증가

한다. 따라서 비 심 역의 크기와 해상도는 CGH 연산

량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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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그림 6. 심 역 처리의 
Fig. 6 Example of ROI process

3.3. 홀로그램 역에서의 콘텐츠 합성 

지 까지는 깊이정보를 조작하여 홀로그램 콘텐츠

를 작하거나 합성하는 방법을 설명하 다. 본 에서

는 깊이정보 역이 아닌 홀로그램 역에서 홀로그램 

콘텐츠를 합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림 7에 홀로그램

을 합성하는 두 가지 방법을 도시하 으며, 앞 까지의 

설명은 그림 7(a)에 해당한다.

 CGH에 의한 홀로그램 생성방식은 그 자체로서 선형

성을 띄고 있다. 따라서 식 (17)의 계가 성립된다.

           

 (17)

즉, 그림 8(a)와 같이 깊이지도 각각에 해 깊이정보

를 조작한 결과를 합성하고 그 결과를 CGH로 연산한 결

과와 그림 8(b)와 같이 각 깊이지도의 깊이정보를 조작

한 후 각각에 해 CGH를 생성하고 그 결과를 합성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림 8에 그림 7의 두 방법에 한 를 

보이고 있다. 두 복원 상 모두 토끼에 을 맞춘 결과

인데, 두 방법으로 합성한 그림 8(a)와 (b)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7. 홀로그램 작  합성 방법 
(a) 깊이정보 합성, (b) 홀로그램 합성

Fig. 7 Hologram manipulation and synthesis methods 
(a) depth information manipulation 

(b) hologram synthesis

(a) (b)

그림 8. 그림 7의 두 방법에 한 : 
(a) 그림 7(a) 방법, (b) 그림 7 (b) 방법.

Fig. 8 Examples of the two methods in Fig. 7: 
(a) method of Fig. 7 (a), (b) method of Fig. 7 (b).

Ⅳ.실 험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설명한 제안한 작방법들

을 사용하여 홀로그램을 작하고 합성하는 실험을 

수행한다. 이를 해 실험 환경과 실험방법에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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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수행한 실험의 내용과 결과를 설명하고 분석

한다.

4.1. 실험환경  방법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정합방식에 

의한 시차값과 변환된 깊이값 모두를 사용한다. 디지털 

홀로그램은 식 (1)의 CGH 생성식을 그 로 사용하 으

며, 디지털 홀로그램으로부터 원 상을 복원하는 방법

은 시뮬 이션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 다. 본 논문에서

는 정합방식에 의한 깊이정보로 Middlebury 사이트[10]

에서 제공하는 실험 상을 사용하 으며, 이 상들은 

Canon G1을 사용하여 획득되었다. 

정합방식의 상은 Middlebury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시차지도를 이용하 으며, 각 상과 시차지도에서 특

정 객체를 추출하여 사용하 다. 그림 9에 Baby와 

Flowerpots의 두 테스트 상의 를 보이고 있는데, (a)

와 (e)는 좌 상, (b)와 (f)는 우 상, (c)와 (g)는 

Middlebury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시차정보를 각각 나타

내고 있다. 한 (d)와 (h)는 상  특정 객체를 추출하

여 식 (1)로 생성한 디지털 홀로그램을 시뮬 이션 방법

으로 복원한 상이다.

TOF 방식의 깊이카메라로 직  깊이정보를 획득하

는 방법을 해서 MESA Imaging사의 SR4000 깊이카

메라를 사용하여 직  촬 하 다. 표 1에 이 카메라의 

사양을 나타내었으며[9], 이 카메라로 촬 한 결과의 

깊이값은 식 (6)으로 변환하여 사용하 다. 그림 10은 

이 깊이 카메라로 촬 한 깊이정보로 홀로그램을 생

성하고 이를 시뮬 이션 방법으로 복원한 를 보이

고 있다.

출력 주 수 50 MHz

해상도 176(h)×144(v)

시야각 43.6(h)×34.6(v)

픽셀피치 40

조사 장 820

표 1. SR4000 깊이 카메라의 사양
Table. 1 Spec. of SR4000 depth camera

(a) (b)

(c) (d)

(e) (f)

(g) (h)

그림 9. 시차지도를 이용한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 
Fig. 9 Examples of generated CGHs with disparity 

maps

(a) (b)

그림 10. 깊이카메라로 획득한 깊이지도를 사용한 
홀로그램 생성  복원 (a) 깊이지도, (b) 복원 상.
Fig. 10 CGH generation and reconstruction with 
depth map by a depth camera: (a) depth map, 

(b) reconstruct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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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11. 정합방식으로 획득한 깊이정보의 조작
Fig. 11 Depth map manipulation example for stereo 

matching method

4.2. 디지털 홀로그램 콘텐츠의 작

(1) 정합방식에 의한 깊이정보 조작

정합방식으로 획득한 시차정보를 변환한 깊이정보 

 객체부분을 추출하여 그 결과를 치 이동하도록 조

작하여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고 그 결과를 복원하

다. 그림 11에 를 보이고 있는데, 치이동  거리

를 변화시키지 않는 이동은 단순한 좌표변환이므로 여

기서는 거리를 이동시키는 를 보 다. (a)의 물체 심

까지의 거리는 약 80cm이며, 이를 100cm로 변경한 것이 

(d)이다. (b)와 (c)는 (a)로 생성한 홀로그램을 복원한 

상이며, (e)와 (f)는 (d)로 생성한 홀로그램을 복원한 상

이다. 이  (b)와 (e)는 복원거리를 (a) 물체 심에 맞춘 

것이고, (c)와 (f)는 (b) 물체 심으로 복원거리를 맞춘 것

이다. 즉, 복원한 상들에서 해당 물체가 치한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2) 깊이카메라로 획득한 깊이정보 조작

TOF 방식의 깊이카메라로 촬 한 깊이 상 한 

정합방식의 깊이정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작하

다. TOF 깊이카메라로 획득한 깊이정보를 조작한 

를 그림 12에 보이고 있는데, 그 방법은 그림 11과 동

일하다. 

(a) (b)

(c) (c)

(e) (f)

그림 12. TOF카메라로 획득한 깊이정보 조작
Fig. 12 Depth map manipulation for TOF 

camera method

(3) 깊이정보 합성

앞의 두 에서 생성한 각 깊이정보를 조작하고 합

성하여  다른 깊이정보를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여 

CGH 방식으로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고 복원하

다. 그림 13에 그 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합방

식으로 획득한 두 물체(아이와 화분)의 깊이정보와 

TOF 깊이카메라로 획득한 두 물체(우산과 다비드)를 

사용하 으며, 각 방식의 한 물체씩 합성하여 총 4개의 

합성된 깊이정보를 생성하 다. 아이의 물체 심은 약 

80cm, 화분은 75cm, 다비드는 약 100cm, 우산은 약 

120c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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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그림 13. 깊이정보합성에 의한 홀로그램 작
Fig. 13 Hologram manipulation by synthesizing 

the depth information 

그림 13(a)와 (b)는 아이와 다비드를 합성한 것이고, 

(c)와 (d)는 다비드와 화분, (e)와 (f)는 우산과 아이, (g)와 

(h)는 화분과 우산을 각각 합성한 결과이다. 각 의 복

원 상은 각 물체 심에 복원거리를 맞춘 것인데,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복원거리에 따라 물체가 뚜렷하기도 

하고 흐릿하기도 하다. 이것은 각 물체리가 원하는 거리

에 치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4) 깊이정보 조작에 의한 심 역 처리

심 역과 비 심 역을 분리하여 비 심 역의 

깊이정보 해상도를 낮추는 방법은 3-2 에서 설명할 때 

이미 를 보인 바 있으나, 그림 14에 다른 를 보 다. 

이 에서는 화분을 심 역으로, 우산을 비 심 역

으로 처리한 것이며, 비 심 역의 해상도를 가로와 세

로를 각각 반으로 인 결과이다. 비 심 역에 을 

맞춘 두 복원 상에서 보면 두 물체의 선명도가 많이 차

이가 나지만, 심 역에 복원거리를 맞춘 두 그림에서 

보면 비 심 역의 해상도를 인 경우와 이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a) (b)

(c) (c)

(e) (f)

그림 14. 심 역 처리의 
Fig. 14 Example of ROI process

4.3. 홀로그램 합성

앞 에서 깊이정보를 조작하여 홀로그램 콘텐츠를 

작하고 합성하는 방법을 구 하 다. 본 에서는 깊

이정보 역이 아닌 홀로그램 역에서 두 개 이상의 콘

텐츠를 합성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형성하는 방법을 구

한다. 

이미 3.3 에서 두 개의 홀로그램을 합성한 를 보

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 개의 홀로그램을 합성한 를 보

다. 그림 15(a)는 합성할 각각의 객체를 깊이정보로 나

타낸 것이고, (b)는 각 객체에 한 홀로그램을 합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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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홀로그램으로 만든 것이며, (c), (d), (e)는 홀로그

램 역에서 합성된 우산, 다비드, 아이에 각각 을 

맞춰 복원한 상이다. 세 홀로그램을 합성한 결과 홀로

그램이 세 물체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실험결

과 원 홀로그램이 가지고 있던 치정보를 그 로 보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b)

(c) (d)

그림 15. 홀로그램 합성에 의해 디지털 홀로그램 
콘텐츠를 획득

Fig. 15 Example to obtain a digital hologram content 
by synthesizing hologram contents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깊이정보를 스테 오 정합방식으로 

획득한 깊이정보와 TOF 방식의 깊이 카메라로 획득한 

깊이정보를 사용하 으며, 스테 오 정합방식으로 획

득한 깊이정보를 카메라의 라메타를 이용하여 정확

한 깊이정보로 변환하여 사용하 다. 스테 오 정합방

식의 깊이정보는 거리에 반비례하여 물체의 크기와 물

체의 깊이가 변화하는 한편, TOF방식의 깊이정보 카메

라는 거리에 따라 물체의 크기는 반비례하지만 물체 두

께는 변화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콘텐츠의 깊이정보 생성의 특

성을 분석하여 콘텐츠를 결합하고 물체의 치를 변화

하여 깊이정보를 생성하 다. 한 홀로그램 역에서

의 물체의 각각의 홀로그램은 선형성을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 으며, 증명된 선형성의 특성을 이용하여 물체

의 각각의 홀로그램을 생성하여 기존의 홀로그램에 새

로 획득한 홀로그램을 합성방법으로 홀로그램 역에

서 콘텐츠를 합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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