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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홀로그램의 기본 원리인 빛의 간섭 상을 수학  연산을 통하여 획득하는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
의 고속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를 하드웨어로 구 한다.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을 고속화하기 하여 연산 식을 
변형하여 병렬 연산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두 종류의 ( 기 연산 셀과 추가 연산 셀) 구조로 하드웨어를 구 한
다. 병렬 연산 알고리즘은 홀로그램의 화소 맨 좌측 열의 값만 연산한 후 나머지 열의 화소 값은 모두 동시에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기 연산 셀은 화소 맨 좌측 값을 연산하고, 나머지 열의 값은 추가 연산 셀로 연산하는 방
법이다. 최  동작 주 수는 약 215MHz이었으며, 이 동작 주 수를 기 으로 기존의 방법들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방법과 동일하게 환경을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 당 62.9 CGH 임을 연산하는 기존의 
방법에 비해 제안한 방법은 당 81.75 CGH 임을 연산하여 약 1.3배의 속도가 향상됨을 확인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d implement a high-speed algorithm for CGH that is to calculate digital hologram by modeling the interference 
phenomenon for tow lights. This algorithm changes the computation equations into a parallel-computable ones and implements it with a 
structure consisting of two kinds of cells (initial calculation cell, and update calculation cell). The parallel computation algorithm is to get the 
rest hologram pixels concurrently after calculation the first hologram column. Here, the initial calculation cells compute the first column of the 
hologram and the update calculation cells compute the rest of the hologram. The two kinds of cells performs a pipeline operation to complete 
the operations of the two cells at the same time. A CGH calculator to compute the hole hologram for a light source is structured  by arranging 
the two kinds of cells. Results from simulation showed that the maximum operation frequency is about 215MHz. So, experiments are 
performed by setting this frequency and the same environments as the method showing the best performance. As the results, the proposed one 
could complete the computation of 81.75 CGH frames per second, while the previous method computes 62.9 CGH frames per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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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방법  빛의 간섭 상을 수학

 식으로 구 하여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방법을 컴퓨

터 생성 홀로그램(Computer Generated Hologram : CGH)

이라고 한다[1].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 방법을 이용하여 

홀로그램을 생성하기 해서는 많은 연산량 때문에 생

성 시간이 오래 걸려 지 까지 이 속도를 향상시키는 고

속화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고속화 방법으로는 연

산량 자체를 이는 방법[2][3], 연산의 일부분을 미리 

계산하여 Look-up Table로 구 해 놓고 이를 사용하여 

속도를 높이는 방법[4],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이용

하여 속도를 높이는 방법[5], 그리고 용 하드웨어

(Hardware)로 구 하여 연산속도를 높이는 방법[7][8] 등

이 있다. 

연산량 자체를 이는 방법은 컴퓨터 생성 홀로그

램의 수학  식을 변형하여 연산량을 이는 방법으

로 [2]는 CGH식을 Fresnel 홀로그램으로 근사화하고 

Recursive 식으로 변형하여 연산량을 고, [3]은 

CGH식을 Fresnel 홀로그램으로 근사화하고 X, Y항을 

분리한 식으로 변형하여 Split Look-up Table을 구성하

여 연산량을 다. 그래픽 처리 장치를 이용한 방법

으로는 [5]에서 nVidia사의 CUDA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로 구 한 것과 [16]에서 AMD사의 

HD5000series (RV870)로 구 한 방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의 경우 모두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을 

Recurisve 연산을 이용하거나 그래픽 처리 장치를 이용

한 것으로, 소 트웨어 기반으로는 완벽한 병렬처리

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용 하드웨어를 설계

하는 방법으로는 일본 Chiba 학에서 구 한 

HoRN-Series가 제안되었다[7]. 이 방법 역시 연산방법

을 Recursive 연산방법을 사용함으로서 고속화에 한계

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의 고속화를 

해 새로운 병렬 연산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를 두 

종류의 셀(cell)로 구성되는 하드웨어로 구 한다. 제

안된 하드웨어는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로 구 하며, 셀 구조의 병렬 연산 특성인 구

된 하드웨어의 양에 따라 CGH 생성속도에 향상되는 

것을 확인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  고속화 방법에 해 설명한다. 3장에

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4

장에서 이를 이용하여 구 된 하드웨어의 구조와 동작

과정을 보인다.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기술한다.

 

Ⅱ.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

홀로그램은 빛의 간섭 상을 기록할 수 있는 학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할 수도 있지만, 물체 와 기

의 간섭 상을 수학 으로 모델링하여 연산에 의

해서 생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수학 인 연산을 통해 

얻어진 홀로그램을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이라고 한다. 

여러 종류의 CGH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상방식을 

사용한다. 

면의 간격이 시간과 공간에 걸쳐 일정하게 유지되

는 가 간섭성 이 어떤 형태를 가진 물체에 부딪쳐 반사

될 때는 그 반사된 의 면은 물체의 형태에 따라 변한

다. 즉 면의 상 변화가 물체의 형상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물체의 형상에 한 좌표 정보가 주어지

면 형상에 따라 변화하는 면의 상변화는 기하 학

인 선추 에 의해 쉽게 계산된다. 컴퓨터 생성 홀로

그램은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cos



  

 
   (1)

여기서 k는 기 의 수(wave number)로  (λ

=빛의 장), p는 홀로그램의 화소 크기(pixel pitch), 

와 는 홀로그램의 좌표, , ,  는 3차원 객체의 

좌표를 나타내며, 는 물체의 명암도(Intensity)이며, 

는   치의 홀로그램 값을 나타낸다. 

반복가산 방법은 물체의 한 원이 홀로그램에 체

에 향을 다는 것에 기본원칙을 두고, 물체의 각 

원이 홀로그램 각 화소에 미치는 향을 계산하여 각 

화소의 향을 모두 덧셈하여 홀로그램 화소를 완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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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 , , 에 비해 가 충분히 크다

고 가정하면(실제 홀로그램의 크기나 물체의 크기보다 

홀로그램에서 물체까지의 거리가 매우 크며, 이것을 

Fresnel 홀로그램이라 함), 제곱근을 Taylor 수로 계

한 후 두 번째 항 이 후를 제거하여 근사하면 식 (1)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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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   이다. 이와 같이 

식을 변경하면 물체의 한 원에서 나온 정보는 홀로그

램 체에 향을 다는 홀로그램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다. 즉, 디지털 홀로그램에서의 한  ( )에

서의 상 

  는 식 (3)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3)

여기서 

은 식 (3)과 같고, n=N일 때 


은 식 (5)와 

같이 일반화시킬 수 있다.

 



 (4)

  (5)

즉, 식 (1)은 식 (6)으로 나타낼 수 있다.






cos 


     (6)

이 식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홀로그램의 특정 열에서 

맨 좌측(


)과 그 다음 화소의 값()을 구하면 이 값들

을 이용해서 그 우측 화소들의 값을 그  화소의 값과 

두 번째 화소의 값으로 홀로그램을 구할 수 있는 

Recursive 식이다.

그림 1. 반복 가산을 이용한 CGH Calculation
Fig. 1 CGH Calculation using Recursive Calculation

Ⅲ. 제안한 고속 연산을 한 

CGH 생성방법

앞 장에서 설명한 CGH 생성 방법을 바탕으로 본 장에

서는 CGH를 병렬연산으로 고속화시키는 기법을 제안

한다. 

3.1.  병렬연산을 이용한 CGH 생성방법

앞장의 식 (5)에서 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7) 

즉, 식 (7)은  식 (5)와 달리 각 화소의 값을 그  화

소의 값을 사용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어 그  화소의 

계산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  화소의 동

시에 계산할 수 있다. 한 모든 화소의 계산에 사용되는 

를 미리 계산하여 공유할 수 있으며, n이 1씩 증가하

면 도 1씩 증가하므로 각 화소의 계산을 간단히 수행

할 수 있다. 따라서 식 (7)은 맨 좌측 화소 값만 계산되면 

같은 열의 나머지 화소들은 최소한의 연산으로 병렬로 

계산할 수 있는 병렬연산식이다.  

그림 2는 식 (6)과 (7)을 사용하는 병렬연산에 의해 

CGH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물체의 각 

화소에 해 홀로그램의 맨 좌측 화소를 먼  계산하고, 

여기서 출력되는 를 사용하여 나머지 화소의 계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각 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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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클

 원
 1    2  3  4  5  6 ··· N N+1

 0  ≠

 1  ≠

 2  ≠

 3  ≠

 4  ≠

··· ··· ··· ···

N-1  ≠

표 1. 홀로그램 화소 한 열의 물체 원에 한 이 라인 동작
Table. 1 Pipeline operation of a raw of hologram pixels for the object light sources

계산하는 하드웨어에 덧셈 기능을 추가하면 각 화

소는 물체의 각 화소로부터의 향을 모두 연산하여 

덧셈을 수행함으로써 홀로그램의 화소의 완 한 값

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2. 병렬 연산을 이용한 CGH Calculation
Fig. 2 CGH Calculation using Parallel Calculation

3.2.  물체 원에 한 이 라인 동작

앞 에서 설명한 병렬연산을 수행한다면 물체 원

에 한 연산을 이 라인 동작으로 더욱 연산시간을 

일 수 있다. 표 1은 홀로그램 한 열에 해당하는 하드웨

어가 제공된다고 가정하고, 물체의 원에 해 그 열의 

홀로그램 화소의 완 한 값을 계산하는 이 라인 동

작을 도시한 것이다. 표에서 는 물체 원 j가 홀로그

램 화소 에 미치는 간섭 향이며, 은 홀로그램 

열의 맨 좌측 화소, ≠은 맨 좌측 화소를 제외한 나

머지 화소 모두를 가리킨다.  

표 1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맨 처음 사이클에서는 

원 0에 한 맨 좌측 화소의 값만 계산하지만, 그 다음 사

이클부터는 그  사이클에서 계산된 물체 원에 한 

맨 좌측 화소를 계산할 때 생성된 값을 이용하여 홀로그

램 열의 나머지 화소들 모두를 병렬로 연산할 뿐만 아니

라, 그 다음 물체 원에 한 맨 좌측 화소 값이 계산되

고 그 에 된 값에 다시 덧셈을 수행한다. 따라

서 한 열의 홀로그램 화소들을 모든 물체 원에 해 연

산하고 덧셈을 수행하여 완 한 화소 값을 출력하

기 해서는 사이클만 필요하다.

CGH 연산에 용할 수 있는 이 라인 동작은 하

드웨어의 구조와 설계결과에 따라 여러 단계에서 

용할 수 있다. 각 화소를 연산하는 단  연산기 내에서

의 이 라인 동작은 다음 장의 하드웨어 설계에서 

설명한다.

Ⅳ. 하드웨어 구

본 장에서는 앞장에서 설명한 고속 병렬 연산 알고리

즘을 하드웨어로 구 한다. 병렬 연산 알고리즘의 연산 

식에 따라 두 종류의 셀 구조로 하드웨어를 제안하고, 이

를 이 라인으로 동작하게 구 한다. 알고리즘 특성

상 구 된 하드웨어의 양에 따라 병렬처리 양도 비례

으로 늘어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을 고속으로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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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CGH 연산 셀의 하드웨어 구조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GH 연산 셀의 구조

를 나타내고 있다. 기본 으로 CGH 연산 셀의 구조는 

기 연산 셀(Initial Calculation Cell)과 추가 연산 셀

(Update Calculation Cell)의 두 가지 셀로 구성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병렬연산은 이 기본구조에서 기 연

산 셀이 생성하고자 하는 홀로그램의 맨 좌측 화소를 연

산하고 그 우측의 나머지 화소들은 추가 연산 셀로 구성

하여 생성하는 것이다. 물체의 한 원으로부터 물체의 

좌표 값과 생성하고자 하는 홀로그램의 좌표 값이 기 

연산 셀에 입력되어 홀로그램 한 열의 맨 좌측 값이 연산

되고 이어서 기 연산 셀에서 계산된  , 


, ∆값

을 추가 연산 셀에서 받아서 나머지 홀로그램 화소들을 

계산한다. 

그림 3. CGH 연산기의 기본 구조
Fig. 3 Basic Architecture of CGH Calculator 

그림 4는 앞 에서 설명한 CGH 기 연산 셀의 구조

이다. 기 연산 셀은 앞 장에서 설명한 식 (7)에서 

 인 경우를 의미하며, 5개의 덧셈기와 5개의 곱셈

기, 3개의 룩-업 테이블(look-up table, LUT)로 구성되어 

있다. 기 연산 셀은 물체의 원으로부터 좌표 값

(    )과 휘도 값()을 받아서 홀로그램 연산을 수

행 후   , 


, ∆의 간 결과 값들과 를 계산하

는 과정을 수행한다. 

그림 4. 기 연산 셀의 구조
Fig. 4 Architecture of Initial Calculation Cell 

계산된  , 


, ∆는 추가 연산 셀로 넘겨주게 되

어 있으며, 맨  마지막에 계산된 는 다음 원의 정보

가 입력되어 계산되면 계속해서  덧셈되어 해당 홀

로그램 화소의 완 한 값을 계산하게 된다.  

CGH 연산은 일반 연산과 달리 연산되는 값들의 범

가 매우 넓다. 즉, 그림 4에서 지스터4(R4) 까지는 

물체의 좌표 값과 홀로그램의 좌표 값의 정수 계산이 

이루어지고, 물체의 깊이정보 로부터 ∆

와     연산은 화소의 크기 (pixel pitch=10.4μ

m)와 빛의 장  (wavelength=633nm)의 연산으로 아

주 낮은 차수의 소수 연산이다. 소 트웨어 연산의 경

우 소수  연산은 높은 정 도를 가지고 있어 오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하드웨어로 구 할 경우 하드웨어 재

원의 사용에 따라 정 도의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수  연산을 하여 ∆와 의 연산을 

LUT로 구성하 다. 한 연산기 뒷부분의 코사인

(cosine) 함수 역시 LUT로 구성하 다. 기 연산 셀의 

맨 마지막 계산된 는 다음 원의 정보가 입력되어 

계산되면 계속해서  덧셈되어 해당 홀로그램 화소

값을 계산하게 된다. 기 연산 셀은 총 10 단계의 지연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처음 데이터가 입력된 후 10 

클록이 지난 후부터 매 클록마다 각 원에 한 CGH 

값이 출력되어 된다.

그림 5는 CGH 추가 연산 셀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 셀은 5개의 덧셈기와 5개의 곱셈기, 1개의 LUT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 연산 셀의 연산은 기 연산 셀로

부터  , 


, ∆를 입력받고, 각 홀로그램 셀의 

치정보인 n값을 입력받아 해당 좌표의 홀로그램 연산

을 수행한다. 기 연산 셀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의 코

사인 함수는 LUT로 구성하 으며, 맨 마지막 계산된 

는 다음 원의 정보가 입력되어 계산되면 계속해

서  덧셈되어 해당 홀로그램 화소 값을 계산하게 

된다. 추가 연산 셀 역시 총 10 단계의 지연시간으로 

기 연산기로부터  , 


, ∆ 입력 후 10 클록이 지

난 후부터 물체 매 원에 한 CGH 값이 출력되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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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추가 연산 셀의 구조.
Fig. 5 Architecture of Update Calculation Cell 

(a)

(b)

(c)

 

그림 6. 기 연산 셀과 추가 연산 셀의 이 라인 구조: 
(a) 기 연산 셀, (b) 추가 연산 셀, (c) 기 연산 셀과 

추가 연산 셀의 연결된 이 라인 구조
Fig. 6 Pipeline structure of initial calculation cell and 
update calculation cell: (a) initial calculation cell, (b) 
update calculation cell, (c) combination of initial 
calculation cell and update calculation cell

그림 6은 기 연산 셀과 추가 연산 셀의 이 라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두 셀 모두 10 개의 이 라인 단

계를 갖고 있으므로 두 셀 모두 처음 출력 값이 나오기까

지는 10 클록이 소요된다. 그러나 기 연산 셀에서 추가 

연산 셀에 사용될 값들은 5 단계 후에 출력되며, 이 값들

은 추가 연산 셀에서 5 단계 후에 사용된다. 따라서 이 두 

셀은 주종의 계를 갖고 있지만, 두 셀 모두 동시에 동

작을 시작하여도 연산결과에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기 지연시간 10 클록 후에는 매 클록마다 한 

원에 한 화소 값을 출력하게 되고, 앞 장에서 설명한 

물체 원의 이 라이닝을 같이 고려하더라도 N+1(N

은 물체 원의 수) 클록이면 완 한 화소 값을 계산할 

수 있다. 

만약 생성하고자 하는 홀로그램의 해상도가 P×Q일 

경우 기 연산기를 맨 좌측에 행 수(Q)만큼, 추가 연

산 셀을 (P×Q)-Q개 배치하면 두 클록 만에 물체 한 

원이 미치는 홀로그램 체의 향을 계산 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매 클록마다 한 원에 한 홀로그램 

체의 연산이 수행된다. 따라서 물체의 화소 수( 원 

수)가 N인 경우 기 지연시간 10 클록 후 N 클록이면 

한 임의 홀로그램을 완 히 계산할 수 있다. 만약 

홀로그램 비디오를 CGH방법으로 생성한다면 기 10 

클록 후 매 N 클록마다 한 임의 홀로그램이 생성

된다.

그림 7은 4×4로 기 연산 셀과 추가 연산 셀을 배열

한 를 보여주고 있다. 맨 좌측의 4 셀들은 기 연산 셀

들이고, 나머지 12 셀들은 추가 연산 셀들이다.

4.2. 하드웨어 구   동작

본 에서는 앞 에서 설명한 연산 셀들을 배열하여 

CGH 연산기를 구성하고 합성하며, 원의 입력에 따른 

컴퓨터 시뮬 이션 결과를 설명한다. 

그림 8은 앞 에서 설명한 병렬 연산의 기본 연산 셀

인 기 연산 셀과 추가 연산 셀의 조합을 Quartus II에서 

Verilog HDL로 구  후 합성한 그림이다. (a)는 상 -

벨 모듈로서 기본 연산기 체를 나타내고, (b)는 (a)의 

세부 구조로 앞에서 본 연산 모듈들이 그 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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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4×4의 연산 셀 배열 
Fig. 7 An example of 4×4 calculation cells array 

(a)

(b)

그림 8. 기본 연산 셀의 FPGA 합성결과 
(a) 상 - 벨 모듈, (b) 세부 모듈

Fig. 8 FPGA synthesized results of CGH calculators 
(a) high-level module, (b) detailed modules

본 에서는 물체의 원이 입력됨에 따라 CGH 연산

기가 동작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림 9는 물체 원의 

입력에 따는 기본 CGH 연산기의  시뮬 이션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형은 간 지스터 값을 모두 표 되게 

하여 연산 간 값을 확인할 수 있게 하 다. 형의 맨 

 블록에서 기화된 지스터에 입력된      

값은 두 번째 블럭 Gamma_0 부분에 입력되어 10 클록의 

지연시간 이후 첫 연산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Gamma_0에서 연산된 지스터 0, 7, 12의 값  , 




, ∆는 세 번째 블록 Gamma_1으로 달되어 기 

연산기 Gamma_0의 n번째  좌표의 홀로그램 화소값을 

계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Gamma_1연산도 10 클록

의 지연시간 이후 첫 연산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물체 한 원에 한 시뮬 이션 결과
Fig. 9 Simulation result by one object ligh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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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mplementation Results

[7] [8] Ours

Number of Object Light Sources (A) 10,000 40,000 10,000 10,000 10,000

Hologram Resolution (B) 1,408×1,050 1,280×1,024 1,408×1,050

Calculation quantity (A×B) 1.4784×106 5.24288×1010 1.4784×1010

Maximum Frequency(MHz) 166 200 166 166 215

Number of Parallel  Cells used 1,408 5,632 1,280 1,408 5,632 5,632

Time(sec)/CGH 0.0679 0.0232 0.205 0.0633 0.0159 0.01223

CGH/Time(sec) 14.73 43.10 4.88 15.80 62.90 81.75

Speed Improvement - - - - 1 1.3

표 4. 구 결과  이  연구와의 비교
Table. 4 Result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researches

그림 10은 물체의 원이 지속 으로 입력됨에 따른 

연산결과와 먼  입력된 원에 한 연산결과와 

덧셈이 이 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물체 원의 입력에 따른 시뮬 이션 결과
Fig. 10 Simulation result by continuously inputting the 

object light sources

4.3. 하드웨어 구  결과

본 논문에서 설계한 하드웨어는 Verilog HDL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을 이용하여 설계하

다. 설계는 HDL 상향식 설계 기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특정 구  상에 국한하지 않는 범용 인 설계를 이루

고자 오직 IEEE 표  라이 러리만을 사용하 다. 각각

의 모듈들은 RTL(Registar Transfer Level)로 설계하 고, 

구조  수 에서 서로 연결하 다. 설계된 하드웨어는 

Mentor Graphics의 Modelsim으로 Simulation을 검증하

으며, Altera QuartusⅡ에서 논리 합성을 수행하여 FPGA 

Stratix Ⅲ Device EP3SL340F1760I3에서 동작을 확인하

다.  표 2에 CGH 연산기의 하드웨어 구  환경을 나타

내었고, 표 3은 그림 11의 CGH 연산기가 차지하는 하드

웨어 자원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Item Specification

Number of object point 40,000

Hologram size 1,920×1,080

Pixel pitch (p) 10.4μm

Wavelength (λ) 633nm (Red Laser)

Target FPGA
Altera StratixⅢ 

EP3SL340F1760I3

표 2. 하드웨어 구  환경
Table. 2 Hardware implementation environments

Item Logic Utilization

Combinational ALUTs 1,998 / 270,420 (2%)

Memory ALUTs 64 / 135,200

Dedicated logic registers 2,800 / 270,400 (1%)

total 2%

표 3. CGH 연산기의 FPGA 자원
Table. 3 Hardware resource for CGH calculator

합성 결과를 시뮬 이션 한 결과 최  215MHz에서 

동작함을 확인하 다. 이 속도를 기 으로 기존의 방

법들과 성능을 비교한 결과를 표 4에 보 다. 비교를 

하여 기존 방법들  가장 성능이 우수한 [8]의 맨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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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일한 환경, 즉 동일한 물체의 원 수, 동일한 CGH 

해상도, 동일한 수의 셀을 사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

행하 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가장 우수한 방법에 비해 연산속도가 1.3배 정도 향상

되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의 연산속도를 

높이가 하여 고속 병렬 연산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를 최 화된 하드웨어로 구 하 다. 병렬 연산 알

고리즘은 홀로그램의 한 열에 하여 맨 좌측의 화소

를 연산할 때 생성되는 간 결과 값들을 나머지 우측 

화소들을 연산할 때 사용하도록 하 다. 하드웨어 설

계에 있어서는 맨 좌측 화소를 연산하는 기 연산 셀

과 나머지 우측 회소들을 연산하는 추가 연산 셀의 두 

가지로 설계하 다. 그러나 기 연산 셀의 간 결과

들을 추가 연산 셀들이 사용하는 시 을 조 하여 

기 연산 셀과 추가 연산 셀이 동시에 연산을 시작하여 

동시에 연산을 끝낼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이 두 셀들

을 맨 좌측 행에 기 연산 셀들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추가 연산 셀들로 배열하는 구조로 CGH 연산기를 구

성하 다.

설계한 CGH 연산기를 시뮬 이션 한 결과 최  동

작 주 수는 약 215MHz이었으며, 이 동작 주 수를 기

으로 기존 연구들과의 비교를 하여 물체의 원 수

를 10,000개, CGH의 해상도를 1,408×1,050, 사용한 셀 

수를 5,632개로 수행환경을 기존의 방법들  가장 우

수한 성능을 보이는 방법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그 결과 당 62.9 CGH 임을 

연산하는 기존의 방법에 비해 제안한 방법은 당 

81.75 CGH 임을 연산하여 약 1.3배의 속도가 향상

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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