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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D 산업이 발달하고 3D와 련된 콘텐츠  장비가 차 보편화 되면서 사람들은 3D 다음 세 의 미디어  서

비스에 한 심을 보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강력한 후보자로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다. 홀로그램 

기술은 일반 인 비디오 시스템들과 마찬가지로 획득(혹은 생성), 처리, 그리고 재생으로 나 어질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하이 리드 상획득 장치를 이용한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 이 시스템에 해 논의하고 새로운 시

스템의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한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해상도를 갖는 디스 이, 수신단의 연산 능력, 그리고 네

트워크의 역폭에 따라 응 으로 홀로그래픽 비디오를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것을 보 다.

ABSTRACT

People have been interested in the next generation media and service over 3D by development of 3D industry and generalization of 

3D-related content and equipment in recent year. Many researchers predict that a strong candidate is digital hologram. Holographic technology 

is classified to capture(or generation), processing, and display(or reconstruc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digital holographic display system 

using hybrid image pickup system and proposes a new structure of digital holographic display system. Through the proposed method a digital 

hologram can be scalably serviced according to display equipments with various resolutions, computing power of decoding part, and network 

band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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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3차원 입체 비디오 서비스는 차세  정보통신서비스

의 핵심으로 사회 선진화와 더불어 수요  기술개발 경

쟁이 치열한 고도의 최첨단 기술이며, 그 최종목표는 완

한 입체 홀로그램 서비스이다. 이 기술은 정보통신, 방

송, 의료, 교육훈련, 군사, 게임, 애니메이션, 가상 실, 

CAD, 산업기술 등 응용분야가 매우 다양하며, 이에 

한 요성과 필요성 때문에 련 연구가 국외에서는 이

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인간의 착시 상을 이용해 허공에 입체 상을 띄우

는 홀로그램 원리는 이미 19세기 후반에 등장했다. 1870

년  국에서는 거울과 투명한 막을 교묘하게 설치하

면 빛이 반사되면서 허공에 무엇인가 떠있는 듯 보인다

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기술은 극장에서 귀신놀이를 하

는 데 활용돼 화제를 모았고 ‘페퍼스 코스트(Pepper's 

Ghost)’라고 불렸다. 인 홀로그램은 두 개의 이

이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효과를 이용한 3차원 이

미지를 기록하는 것이다[2]. 

2010년은 TV도 화도 입체 상을 보여주는 3D가 

세다. 그 다면 원근감이 느껴지는 3D TV의  입체

상과 홀로그램의 차이는 무엇인가? 홀로그램은 시청

하는 치에 따라 입체 인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

다. 즉 어떤 치에서는 사물의 왼쪽이 보이고 장소를 

옮기면 정면과 오른쪽 모습이 보인다. 재 출시되는 

3D TV는 편 안경을 써야만 원근감을 느낄 수 있는 

상을 시청할 수 있다. 3D TV에 비친 상은 치를 옮

겨도 다른 모습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홀로그

램은 원래의 3차원 입체상을 공간상에 정확히 재 할 

수 있는 가장 이상 인 입체 시각 시스템이다. 이처럼 

압도 인 실감을 구 하는 홀로그램의 가장 큰 단

은 실제 크기의 입체 상을 구 하려면 형 학설비

가 필요하며 기존 상매체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요

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통신 데이터 송량은 기하 수 으

로 늘어나고 홀로그램 용스크린과 같은 학설비 가

격도 크게 렴해지고 있어 홀로그램의 화는 그리 

머지않다[3].  

홀로그램 서비스는 기본 으로 2020년 이 후에 본격

으로 시행될 것으로 측하고 있으며, 2015년경부터 

홀로그램 획득기술을 필두로 표 화작업에 돌입할 것

으로 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로드맵은 기 연구를 진행 

인 선진국들의 홀로그램 연구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2015년 이 에 홀로그램에 한 기술수 을 선진국 

열에 올려놓아야 그들과 등한 입장에서 기술경쟁력

을 발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 (structured-light) 카메라와 다

시 (multi-view) 카메라를 기반으로 하는 다시

(디지털 홀로그래픽 상)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

스템은 구조  카메라를 이용해 깊이정보를 획득한 

후 CGH(computer-generated hologram) 기법으로 디지

털 홀로그램을 생성한다[4]. 생성한 디지털 홀로그램

은 SLM(spatial-light modulator)과 학시스템을 이용

해 디지털 홀로그래픽 복원 상으로 디스 이 된

다[5].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하이 리

드 상획득 장치에 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하이 리드 카메라를 이용한 다시  

상 디스 이 시스템과 세부기술들에 해 설명한

다. 4장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을 이용해 실제로 홀로그래

픽 복원 상을 재생하는 실험결과를 보이고, 5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Ⅱ. 하이 리드 상획득 장치

본 장에서는 다시  상인 홀로그래픽 상을 재

생하기 한 실사정보 획득하기 장치들에 해 설명한

다. 구체 으로 구조  카메라와 다시  카메라 시스템

에 해 설명한다.

2.1. 구조  카메라 

구조  3차원 기법이란 한쪽에서 로젝터와 원

을 사용하여 코드화된 패턴 상을 연속 으로 투 하

고 다른 한 쪽에서 카메라를 통해 패턴이 투 된 장면의 

상을 획득한 후, 카메라와 로젝터 간의 응 을 

구하여 삼각법으로 3차원 거리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이는 벽과 같이 텍스처가 존재하지 않는 물체는 3차원 

측정이 불가능한 기존의 수동 스테 오 기법의 단 을 

극복한 것으로, 카메라와 로젝터의 응 을 추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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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물체의 표면이나 모양에 계없이 3차원 측정

이 가능하다[6].

그림 1. 구조  카메라
Fig. 1 Structured-light camera

2.2. 로젝터 제어  패턴 생성부

구조  3차원 기법은 패턴을 투사하는 원부를 필요

로 한다. CCTV와 같은 고속 시스템에 사용하기 해서

는 로젝터를 고속으로 제어하고 패턴을 생성할 수 있

는 모듈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로젝션부를 

해 DLP(digital light processing) 로젝터를 사용하고 이

를 하드웨어(hardware)로 제어하고 패턴을 생성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DLP 로젝터의 핵심 부품은 

DMD(digital micromirror device) 모듈이다. DMD 모듈은 

거울(mirror)들의 on/off(1 는 0)에 따라서 빛이 즈를 

통하여 투사되는 방식이다.

일반 인 DLP 로젝터는 노트북이나 모니터의 

VGA 이블을 통하여 상이 투사되는 용도로 사용된

다. 그러나 본 시스템에서는 로젝터는 노트북이나 모

니터와 같은 멀티미디어 장비에 연결할 경우 고속으로 

제어할 수가 없고, 카메라 시스템과의 동기를 제어하기

가 어렵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VGA 인터페이스의 

구동이 가능한 회로를 구 하여 DMD를 제어하여 로

젝터부를 구성하 다.

Ⅲ. 제안하는 시스템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하이 리드 상획득 장치를 

이용한 다시  상 디스 이 장치의 체 구조와 

세부기술들에 해 설명한다. 

3.1. 체 시스템의 구조

그림 2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개념도

를 보이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구조  카메라 혹은 다시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깊이정보를 획득한 후 CGH 

기법으로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한다. 이를 SLM에 디

스 이한 후 학 시스템을 이용해 홀로그래픽 복원

상을 재생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2. 시스템도
Fig. 2 Block diagram of system

3.2. 세부기술

3.2.1. 깊이정보 추출

본 논문에서는 에지 정보를 사용한 동  계획법 기반

의 변이 추청 방법과 비용행렬 생성 시, 스트리킹

(streaking)의 원인이 되는 연속 인 경로 탐색에 한 신

뢰성을 검증하기 한 알고리듬을 제안하 다. 이 에

도 신뢰성을 검증하기 한 방법은 제안되었으나, 본 논

문에서는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상의 특징 정

보를 이용하여 연속 인 경로 탐색에 한 신뢰성을 확

인하여 최 의 변이 값을 할당 받을 수 있도록 하 다. 

상의 특징 정보로는 상의 경계를 사용하 다. 

그림 3과 같이 R(red), G(green), B(blue), White의 네 가

지 채 로 분할하고, 소벨 마스크를 이용하여 채 별 경

계 정보를 구하 다. 상을 분할할 때, 보다 정확한 

상의 성분을 얻기 해서 R, G, B 채  이외에 White 채

을 추가하여 분할하 다. White 채 은 R, G, B 채 에 

속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성분들을 추려내었다. 경계 부

분을 정확하게 추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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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 상 분할; (a) R, (b) G, (c) B, (d) White
Fig. 3 Image segmentation; (a) R, (b) G, (c) B, (d) White

본 논문에서는 연속 인 경로에 한 이웃 화소값과

의 차이를 확인하면서 경계 지 을 고려하여 연속 인 

경로에 한 신뢰성을 검하 다. 비용 행렬을 생성한 

후, 역 추 과정에서 화소값과의 차이가 정해 놓은 문턱

치 이상인 경우, 그 치의 화소들은 다른 객체간의 화소

라고 인정하고 식 (1)과 (2)를 이용하여 올바른 경로에 

한 신뢰성을 확인하며 변이 정보검색을 실시한다. 경계 

지 은 각 채 의 경계 정보를 이용하 다. 재 지 이 

연속 인 경로에 해당할 때, 각 채 의 해당 하는 화소 

치를 확인한다. 

화소 치가 확인되면 그 지 이 경계에 해당하는지

를 검한다. 만일 그 화소의 치가 경계 지 이라면 연

속 인 경로를 인정하고, 경계 지 이 아니라면 연속

인 경로에 해 재탐색을 한다. I(i,j) 는 원 상의 화소값

을 말하며, k는 정해놓은 문턱치 이상이면 부여되는 패

티 값이다.

  ×    (1)










     



   
   

(2)

3.2.2. 컴퓨터-생성 홀로그램

디지털 홀로그램은 그림 4와 같이 학 시스템을 이

용해 디지털 데이터로 획득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학 시

스템을 수학 으로 모델링한 연산(식 (3))에 의해 생성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수학 인 연산에 의해 생성된 홀로

그램을 CGH라고 한다. 이 기법은 물체의 원에 해당하

는 물체 (object wave)의 표면을 디지털화된 화소로 이

루어진 한 디지털 화면을 사용하여 식 (3)을 이용하여 계

산된다[7].  

 




cos






   

  (3)

여기서 α와 j는 홀로그램과 3차원 객체, k는 참조 의 

수(wave number)로 로 정의되고, p는 홀로그램의 

화소 크기(pixel pitch), 와 는 홀로그램의 좌표, , 

,  는 3차원 객체의 좌표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  카메라와 다시  카메라를 이

용하여 깊이정보를 획득한 후 식 (3)을 이용하여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 다. 

(a)

 

Laser

Virtual image Hologram

BS

stop

Observer

(b)

  

그림 4. 디지털 홀로그램의 획득  객체 재생 
(a) 획득, (b) 객체 재생

Fig. 4. Acquisition and reconstruction of digital 
hologram; (a) acquisition, (b) reconstruction

3.2.3. 홀로그래픽 디스 이 시스템

그림 5에서 실제로 제작한 홀로그래픽 디스 이 시

스템을 보이고 있다. 측자는 좌측 앙에 놓인 CCD 카

메라의 치에서 홀로그래픽 복원 상을 찰할 수 있

다. 이 시스템은 하이 리드 상획득 장치를 이용하여 

깊이정보를 생성한 후 PC에서 CGH 기법으로 디지털 홀

로그램을 생성한다. 이 홀로그램을 SLM에 디스 이

한 후 532[nm]의 이 를 조사하여 그림 5의 우측방향

에서 홀로그래픽 복원 상(holographic reconstruction 

image)를 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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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디지털 홀로그래픽 재생 시스템
Fig. 5 System for Digital holographic reconstruction 

Ⅳ. 구   실험결과

그림 6에서는 구조  카메라를 이용해 획득한 실사 

깊이정보를 보이고 있다. 이 깊이정보는 8-bit gray- 

scale로 되어 있고, 6(a)는 170x169[pixel
2
, grey-scale], 

6(b)는 180x383[pixel2, grey-scale]의 해상도로 된 상

들이다.  

 

(a)

    

(b)

그림 6. 실험 상
Fig. 6 Experimental images

표 1에서는 홀로그래픽 복원을 한 학 시스템의 

라미터 값들을 보이고 있다. 본 시스템의 구 에 사용

된 SLM은 1,280×1,024[pixel2] 해상도를 갖고, 하나의 화

소크기는 10.4[um2]인 반사식으로 된 재생장치이다. 

이  원은 532[nm] 장의 녹색계열을 사용하 고, 홀

로그래픽 복원 상이 재생되는 거리는 SLM으로부터 

약 1,000[mm]이다.

라미터 종류 단

SLM 화소크기(pixel pitch) 10.4[um2]

학 
재생

해상도(resolution) 1,280×1,024[pixel2]

반사식/투과식 반사식

참조
(reference wave length)

532nm 
(Green Laser)

복원거리
(reconstruction distance)

1,000[mm]

샘 링율(sampling rate) 4

표 1. 디지털 홀로그램의 복원을 한 학 
리미터들

Table. 1 Optical parameter for digital holographic 
reconstruction

그림 7에서는 그림 6에서 보인 깊이정보를 상으로 

CGH 기법으로 생성한 디지털 홀로그램(그림 7(a),(b))과 

이를 학시스템을 이용해 복원한 홀로그래픽 복원

상의 일부(그림 7(c),(d))를 보이고 있다. 

  

(a)                     (b)

  

(c)                     (b)

그림 7. 실험결과 상; 디지털 홀로그램(a,b), 
복원 상(c,d)

Fig. 7 Images of experimental results; digital 
hologram(a,b), reconstruction imag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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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구조  카메라와 다시  카메라를 이

용해 실사장면의 깊이정보를 획득하고, 이 정보를 기반

으로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한 후 홀로그래픽 복원

상을 재생할 수 있는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 이 시

스템을 제안하 다. 실험결과에서 보인바와 같이 제안

한 시스템으로도 고품질의 홀로그래픽 복원 상을 재

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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