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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차세  상 기술로 홀로그래피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홀로그램은 학 인 촬 을 통해서 획득할 수

도 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홀로그램 생성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를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

(computer generated hologram, CGH)이라 하는데 CGH는 많은 연산량이 요구되어 S/W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생성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시간의 CGH를 해서 FPGA나 GPU를 이용한 연산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여 구 할 경우에 내부 시스템의 비트 제한으로 인하여 S/W와 같은 품질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품질의 하를 최소화하면서 하드웨어의 자원을 최 한 감소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 비트 

비를 분석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해서 1비트 단 의 고정소수  시뮬 이션을 모든 내부 변

수  연산과정에 해 수행하고, 수치 인 결과와 시각 인 결과를 종합 으로 분석하여 최 의 비트 비와 응용

분야에 따른 비트 비를 제시한다. 

ABSTRACT

Recently, holography has received much attention as the next generation visual technology. Hologram is obtained by the optical capturing, 

but in recent years it is mainly produced by the method using computer. This method is named by computer generated hologram (CGH). Since 

CGH requires huge computational amount, if it is implemented by S/W it can't work in real time. Therefore it should use FPGA or GPU for 

real time operation. If it is implemented in the type of H/W, it can't obtain the same quality as S/W due to the bit limitation of the internal 

system.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bit width for minimizing the degradation of the hologram and reducing more hardware resources and 

propose guidelines for H/W implementation of CGH. To do this, we performs fixed-points simulations according to main internal variables 

and arithmetics, analyze the numerical and visual results, and present the optimal bit width according to application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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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홀로그래피는 1948년 Gabor에 의해 최 로 제안된 이

래 3차원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많은 연

구자들의 심을 끌어왔다. 기존의 홀로그래피는 홀로

그램 필름에 3차원 정보를 기록하고, 상된 필름을 사

용하여 3차원 물체를 복원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그 

응용이 크게 제한되었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한 

새로운 근방법으로 1966년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컴

퓨터에 의한 홀로그램(computer-generated hologram, 

CGH)의 제작을 연구해 오고 있다[1]. 이 기술은 물체

(object wave)와 기 (reference wave)의 간섭에 의해 생

성되는 간섭항을 계산함으로써 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상 인 특성을 가진 부품을 제작하거나 특성시험 등

을 해 개발되었다[2][3].

CGH를 이용하여 한 임에 해당하는 홀로그램

을 생성하기 해서는 많은 연산량과 시간이 소요되

기 때문에 고속의 연산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고속 

CGH를 한 여러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왔다[4~6]. 

MIT Media lab의 Spatial Imaging Group(지 은 

Object-based Media Group)은 고속 CGH를 한 연구를 

가장 먼  시작한 연구그룹이다[4]. 

여기서 HPO(horizontal-parallax-only) 방식의 CGH 

기법을 이용해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LUT(Look-up Table)방식

과 parallel supercomputer를 이용해 10,000 point의 light 

source 상으로부터 1 에 한 장씩 디지털 홀로그램

(해상도: 6M)을 생성하 다. 일본 Nihon 학의 

Yoshikawa교수는 root연산을 Taylor 개를 통해 변형

한 후 CGH 수식의 근사화를 통해 고속화 알고리즘을 

정리하 다[5]. 일본의 Chiba 학의 연구 은 

Yoshikawa교수의 이론을 변형시켜 x축에서 반복덧셈

만을 수행하여 CGH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FPGA를 이용한 하드웨어로 구 하 다[6]. 이와 같이 

CGH 연산량이 무나 방 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 트

웨어로 CGH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드웨어로 구 되어야 하며, 지 까지 CGH를 해 

하드웨어를 활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7~14]. 

이러한 연구들은 GPU 기반의 소 트웨어 방식[7~11]

과 FPGA 기반의 하드웨어 칩 구  방식[6][12~15]으로 

나 어진다. 

 FPGA를 비롯하여 GPU도 내부 인 연산을 수행함

에 있어서 비트 제약을 갖는다. 이러한 비트 제약은 이

들을 이용하여 수행한 결과의 품질을 낮추거나 기 한 

품질과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내부 인 

하드웨어의 비트 비를 정확히 악하고 그에 따른 얄

고리즘 수 에서의 비트 비를 조 한다면 측가능

하면서 최소화된 품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CGH 연

산은 매우 큰 수들과 매우 높은 정 도의 부동소수 이 

함께 연산되는 경우가 많은 특수한 연산이 혼재되어 있

어서 하드웨어 기반의 구  시 이러한 알고리즘 수 에

서 하드웨어 특성을 고려해야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CGH 알

고리즘에 해서 설명한다. 3장에서는 고정소수  실험 

방법에 그에 따른 정량 인 결과를 보인다. 4장에서는 

홀로그램을 복원한 결과들을 보이고 이에 따른 시각

인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

디지털 홀로그램은 간섭무늬를 학 필름 신에 

CCD 카메라에 기록하고 비디오 신호로 송 혹은 

장한다. 기혹된 홀로그램을 재생하기 해서는 spatial 

light modulator(SLM)에 표시된 간섭무늬 데이터에 

이 을 조사한다. 그림 1에서 디지털 홀로그램의 시

스템 구성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홀로그램은 기존의 

학 홀로그램에 의한 기법과 동일하게 이 을 집

 즈로 평행 을 만들고, 빔 분리기로 참조 와 객

체 로 나 다. 객체 는 피사체(object)에 조명된 다음 

참조 와 직  CCD에 조사되어 간섭무늬을 형성한다. 

간섭무늬 정보는 SLM에 인가되고 여기에 평행 을 조

사하면 1차 회 이 발생하여 3차원 객체를 재생할 수 

있다[2].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의 하드웨어 구 을 한 버스 구조 분석

715

Laser

CCD

Object Hologram

BS

(a)  
    

Laser

Virtual image
Hologram

BS

stop

Observer

(b)      

그림 1. 디지털 홀로그램 (a) 기록 (b) 복원
Fig. 1 Digital hologram (a) recoding (b) reconstruction

홀로그램은 그림 1과 같은 학계를 이용하여도 취득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학계 자체를 수학 으로 모델링

한 후에 연산에 의해서 취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수학

인 연산을 통해 얻어진 홀로그램을 컴퓨터 생성 홀로그

램(computer-generated hologram, CGH)이라고 한다. 여러 

종류의 CGH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Phase” 방식을 사

용한다. 그림 1(a)에서 객체에서 CCD로 입사되는 에

서 상 성분만을 이용하여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것이

고 그 증명[3]은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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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하여 

달라진다. 즉 면의 상 변화가 물체의 형상에 따라 변

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물체의 형상에 한 좌표의 정보

가 있으면, 형상에 따라 변화하는 면의 상변화는 기

하 학 인 선추 에 의해 쉽게 계산된다.  

CGH는 식 (1)과 같이 정의되는데 앞서서 설명한 것과 

같이 홀로그램의 상(


)으로부터 홀로그램의 강도

()를 얻는 방법이다. 여기서 N은 3차원 객체의 원수

를 뜻한다. 

는 로 정의되고 이는 식 (2)와 같다. 여

기서 는 참조 의 수로 로 정의되고 는 

의 값을 사용한다. 와 는 홀로그램내의 

치를 뜻하고  ,  ,  는 3차원 객체의 치를 나타

낸다. 는 픽셀의 크기를 나타내고 의 값을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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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는 Fresnel Approximation에 의해서 식 (3)으로 

근사화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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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항은 식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와 는 
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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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에 의해서 식 (1)은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5)와 같이 유도하는 이유는 코사인 함수는 를 주

기로 하여 반복되므로 




의 결과에서 정수부분

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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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부분의 연산만 수행함을 나타내는 연산자 

mod 를 도입한다면 식 (5)에서 

향은 식 (6)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식 (5)와 식 (6)에서 항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정수부분의 연산이 없어지므로 곱셈과 

덧셈 연산에서 상당히 많은 연산량이 감소한다.









 
 

mod










 
 






mod
















 
 






mod 


 
×mod 

 

      (6)

식 (6)을 이용하여 식 (5)을 재정리하면 식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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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od











     (7)

식 (7)은 컴퓨터 로그래 에 의해서 수행되고 복원

될 수 있다. 컴퓨터 로그래 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SLM을 이용하여 학 으로 복원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그림 2에 나타냈다. 

그림 2. CGH 생성  복원 과정
Fig. 2 CGH generation and reconstruction process

그림 3은 그림 2의 CGH 생성  복원 결과를 나타냈

다. 그림 3(a)는 원에 해당하는 원본 객체이고, 그림 

3(b)는 생성된 홀로그램이다. 그림 3(b)에 참조 를 조사

하면 그림 3(c)의 복원된 객체를 얻는다. 

(a) (b) (c)

그림 3. CGH  복원 결과 (a) 원본 객체 
(b) 디지털 홀로그램 (c) 복원된 객체

Fig. 3 CGH and reconstruction result (a) original object 
(b) digital hologram (c) reconstructed object

Ⅲ. 고정소수  시뮬 이션

CGH는 다른 신호처리 기술들과 다르게 연산되는 변

수들이 무나 다른 범 를 갖는다. 즉 소수 이 거의 없

고 정수부만 큰 값을 가지는 변수와 정수부는 거의 없으

면서 소수부만을 큰 자리수를 가지는 변수 사이의 연산

이 빈번하다. 이러한 연산은 연산기의 크기만 증가시키

면서 효율성은 떨어뜨린다. 따라서 하드웨어를 구 하

기에 앞서서 간 연산들 사이의 수 범 와 정 도를 분

석하여 구 하고자 하는 하드웨어의 비트 비(버스크

기)를 정한다. 

소 트웨어로 구 하는 경우에는 높은 정 도를 갖

고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결과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

는다. 그러나 하드웨어로 구 할 경우에는 하드웨어 자

원의 제한 때문에 정 도에 한계를 갖는다. 고정소수  

연산 방법을 그림 5에 나타냈다. 정수와 소수로 이루어

진 두 개의 연산자를 곱하는 경우를 고려하자. CGH 알

고리즘에서 cosine 함수는 2π 단 로 반복한다. 즉 소수

부만 사용되므로 그림 4와 같이 세 개의 부분곱이 발생

한다. 

 

그림 4. 코사인 함수의 상을 한 고정소수  연산
Fig. 4 Fixed-point arithmetic for phase of cosine 

function

이들 부분곱을 모두 더하면 원하는 값이 된다. 고정

소수  시뮬 이션은 소수부분의 비트를 증가시켜가

면서 CGH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결과를 확인한다. 비

트 비가 0이면 정수만 사용하여 CGH를 수행하는 것

이고, 1이면 소수가 표 할 수 있는 수는 0.5이다. 비트 

비가 2이면 0.5와 0.25를 조합한 수까지 표 할 수 있

다. 고정소수  시뮬 이션 결과를 원래의 소 트웨어

를 이용한 결과와 비교하여 완벽히 복원되는 비트수를 

찾는다.

디지털 홀로그램과 객체에 한 수치 인 해석과 시

각 인 해석을 시도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수치 인 

해석을 해서는 peak signal-to-noise ratio (PSNR)과 

normalized correlation(NC)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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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홀로그램의 고정소수  시뮬 이션 
(a) PSNR (b) NC

Fig. 5 Fixed-point simulation for hologram 
(a) PSNR (b) NC

디지털 홀로그램과 복원된 객체에 한 PSNR  NC 

결과를 그림 5와 6에 각각 나타냈다. 고정소수 을 해 

선택된 라미터는 cosine 함수,  ,  ,  

이다. 결과

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를 선택한 것이다. 그림 

5(a)의 PSNR 결과를 살펴보면 가 가장 많은 비트 비

를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b)의 NC 결과를 살

펴보면 

가 가장 좋은 결과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a)

와 (b)를 종합 으로 고려하면 비트 비에 따른 PSNR과 

NC 사이의 경향성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SNR은 비교  선형 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NC는 특

정한 비트 비부터 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

반 으로 30dB 이상이 되어야 시각 인 품질이 좋은 것

으로 단하기 때문에 PSNR 측면에서 cosine 함수는 약 

2이상, 는 약 25이상, 는 1이상,  

는 3이상의 비

트 비를 가져야 한다. 

그림 6은 객체에 한 고정소수  연산 결과이다. 그

림 6과 거의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a)

(b)

그림 6. 객체의 고정소수  시뮬 이션 
(a) PSNR (b) NC

Fig. 6 Fixed-point simulation for object 
(a) PSNR (b) NC

Ⅳ. 시각 인 해석

그림 7부터 10에 객체의 복원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들을 살펴보면 PSNR  NC 결과와 달리 비트 비가 작

거나 비트 비가 큰 경우라 할지라도 복원된 객체의 결

과는 시각 으로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사인 함수의 경우에 1비트만 할당되어도 30비트가 할

당된 경우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한 π

는 비트수가 결과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는 20비트 이상이 되어야만 원래

의 객체와 유사해진다. 즉, 비트 비가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 연산에서 제외시키더라도 결

과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그림 7에서 10의 결과는 1m 거리에서 객체의 단면

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체 인 향을 고려한다

면 연산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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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7. 코사인 함수의 시각  결과 
(a) 0비트 (b) 1비트 (b) 15비트 (b) 30비트
Fig. 7 Visual result for cosine function 
(a) 0bit (b) 1bits (b) 15bits (b) 30bits

  

(a)             (b)

   

(c)            (d)

그림 8. π의 결과 (a) 0, (b) 10, (b) 20, (b) 29비트
Fig. 8 Visual result for π (a) 0, (b) 10, (b) 20, (b) 29 bits

결론 으로 고정소수  연산을 이용하여 CGH를 한 

하드웨어의 비트수를 결정할 때에는 홀로그램  복원된 

객체의 PSNR  NC와 함께 시각 인 찰을 동시에 고

려해야 한다. S/W와 동일한 수 의 H/W의 결과를 얻기 

해서는 표 1과 같은 비트 비를 이용해야 한다. 표 1을 

보면 의 경우에 소 트웨어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기 

해서는 소수부분을 해 51비트의 비트 비가 필요하

다. 실제의 이러한 비트 비로 하드웨어를 구 한다는 

것은 비용 면에서 무 비효율 이고, 어떤 경우에는 구

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치 으로 완벽히 복

원된 결과가 아니더라도 열화의 정도가 시각 으로 단

하기 어렵다면 그에 해당되는 비트 비를 사용해도 무방

하다. 따라서 복원된 객체를 수치 인 결과와 동시에 시

각 으로 확인하여 최 화된 지 을 찾는다.

표 1. 정 도 분석에 따른 비트수 
Table. 1 Bit width by precision analysis

Cosine π Δ 


Integer 2 3 0 22

Decimal 28 17 51 20

  

(a)            (b)

  

(c)            (d) 

  

(e)            (f)

  

(g)               (h)

그림 9. Δ의 시각  결과 (a) 13, (b) 15, (c) 17, 
(d) 19, (e) 21, (f) 23, (f) 25 (f) 52비트

Fig. 9 Visual result for Δ (a) 13, (b) 15, (c) 17, 
(d) 19, (e) 21, (f) 23, (e) 25, (f) 52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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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0. 

의 시각  결과 

(a) 0비트 (b) 2비트 (c) 3비트 (d) 34비트
Fig. 10 Visual result for θZ 

(a) 0bit (b) 2bits (c) 3bits (d) 34bits

시각 인 특성을 고려해서 최 화된 비트 비를 이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에는 각 항목별로 비트 제

약을  다음에 고정소수  시뮬 이션을 수행한 결과

이다. 두 번째 행의 경우에는 코사인 함수를 8비트로 주

고 다른 모든 항목은 double 형을 사용한 것이다. 표 3에

는 각 항목들을 동시에 비트 제약을 가한 경우의 결과이

다. 코사인 함수, π, 그리고 

는 소수부분으로 8비트의 

비를 사용한다. 그리고 Δ를 해서는 32비트를 사용

한다. 반드시 이 값들이 올바르고 유일한 선택은 아니다. 

디지털 홀로그램의 사용분야와 하드웨어 비용에 따라

서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비트 비를 선택한 이유는 

하드웨어의 연산기가 일반 으로 8비트 단 로 되어 있

기 때문이다. 한 이와 함께 객체의 PSNR이 비교  우

수하고 결과 상이 원본과 비교할 때 크게 품질이 떨어

지지 않기 때문이다. 

표 2. 각 항목별 비트 제약에 따른 PSNR 결과
Table. 2 PSNR results according to bit constraint 

for each item

　 비트수 홀로그램 PSNR 복원 객체 PSNR

Cosine 8 61.815 28.547 

Delta 32 60.9589 28.396000 

Pi 8 64.4586 29.841 

ThetaZ 8 53.5612 27.073000 

표 3. 비트 제약에 따른 PSNR 결과
Table. 3 PSNR results to bit constraint

　 비트수 홀로그램 PSNR 복원 객체 PSNR

Cosine 8

52.7991 26.2477
Delta 32

Pi 8

ThetaZ 8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ASIC, FPGA  GPU 등의 하드웨어 기

반으로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을 구 할 경우에 내부 시

스템의 비트 비를 분석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이 과정은 고정소수  시뮬 이션을 통해서 수행되

었고, 수치 인 결과와 시각 인 결과를 종합 으로 고

려하 다. 이 결과들을 통하여 설계자는 응용 환경에 따

라 시스템의 성능을 선택할 수 있다. 한 하드웨어 구

을 한 최 의 비트 비도 보 고 이때 복원 객체의 

PSNR은 약 26dB 다. 물론 홀로그램  홀로그램을 이

용해 복원한 객체는 일반 상들의 PSNR과는 조  다른 

경향을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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