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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완 한 3차원 입체시를 구 하는 홀로그램에 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홀로그램은 생성 비용이 많

이 들어 콘텐츠의 확보가 어려운 단 을 갖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성된 디지털 홀로그램 콘텐츠를 작하

여 새로운 디지털 홀로그램 콘텐츠를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깊이정보를 조작하거나 합성하여 새로

운 디지털 홀로그램 콘텐츠를 작하는 방법이다.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해 여러 종류의 깊이정보를 조작하여 

치와 거리를 변경하고, 이를 컴퓨터-생성 홀로그램으로 만든 후 복원한 결과 조작한 치와 거리에 정확히 물체

상이 복원되는 것을 확인하 다.

ABSTRACT

Recently, research on hologram, which can realize perfect 3-dimensional imaging, becomes more active. But hologram has the defect that 

it costs a lot in generation. Thus,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generate a new digital hologram contents by manipulating the existing digital 

hologram contents. That is, this paper proposes the method to manipulating the digital hologram contents by manipulating and/or synthesizing 

the depth information to get a new digital hologram contents. The proposed methods have been experimented with various depth informations 

and digital hologram contents. For each kind of depth information, it has been manipulated for its position and distance. The result was 

converted to a digital hologram by the computer-generated hologram method and the resulting hologram was re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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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홀로그램은 은염 사진필름을 사용하여 물체의 상

을 기록하여 재생한다. 다만 이때 사용되는 홀로그램 

필름은 물체의 세 한 부분까지 기록할 수 있도록 분

해능(sampling rate)이 크다는 것이 일반 사진과 다를 

뿐이다. 물체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의 진폭으로 

나타낸다면 물체의 치는 그 의 상으로 나타

낼 수 있는데, 이 진폭과 상을 모두 기록할 수 있어야 

완 한 입체 상을 재 할 수 있다. 사진이 자연  

는 형 등 등의 실내등 같은 가간섭성(coherence)이 낮

은 을 사용하여 카메라 즈로 필름에 상을 집속시

켜 기록하는데 반하여 홀로그램은 간섭이라는 학  

원리를 이용하여 물체를 필름에 기록한다. 따라서 홀

로그램을 해서는 이 와 같은 가간섭성이 높은 

빛을 사용한다. 간섭무늬의 형태로 물체의 상이 기

록된 사진필름을 홀로그램이라 하며 홀로그램을 기록

하여 입체 상을 복원하는 기술을 홀로그래피라고 한

다. 홀로그램에 기록된 간섭무늬(interference fringe)에 

담겨진 물체의 정보는 회 (diffraction)이라는 학  

원리를 이용하여 실제 공간상에 입체 상으로 재생시

킬 수 있다[1]. 

3D 기술개발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기술에 한 수

요가 증가해도 콘텐츠의 부족으로 방송 등에서 실제

인 사용서비스가 제 로 이 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1]. 디지털 홀로그램의 경우 3D 콘텐츠보다 더 고

부가가치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콘텐츠의 부족 상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홀로그램 복원

상에 한 화질개선방법, 홀로그램의 획득  복원시

스템 등의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다[2]. 특히, 깊이정보

와 RGB 상 정보를 이용해 PC에서 수학 인 연산에 

의해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컴퓨터-생성 홀로

그램(computer-generated hologram, CGH) 방법이 선호

되고 있다. 

CGH 방식은 이 의 학 으로 두 의 간섭

상을 촬 하던 방식과 달리 복잡한 반복연산 과정을 

거치므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고부가가치의 디지

털 콘텐츠이다[3,4]. 를 들어 200x200[pixel2] 해상도

의 깊이정보와 RGB 상데이터를 이용하여 1,920x 

1,080[pixel2] 해상도의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기 

해서는 (200x200x1,920x1,080)번의 반복연산이 필

요하다. 디지털 홀로그램 서비스가 보다 더 보편화되

기 해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디지털 홀로그래픽 콘

텐츠가 비되어야 한다[3].  

이에 본 논문에서는 깊이정보 상을 재조합  조작

하여 새로운 디지털 홀로그램 콘텐츠를 얻을 수 있는 디

지털 홀로그래픽 콘텐츠 작 기술을 개발하 다. 본 논

문에서는 CGH 기법으로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것을 제로 두 가지 이상의 깊이정보 상을 크기조 , 

원근  이동, 합성 등의 기법으로 작하는 차  방

법을 소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작의 

상이 되는 깊이정보(depth-map)의 특성을 악하고, 3장

에서 깊이정보를 작하는 기법들을 소개한다. 4장에서 

실험  구 결과에 하여 논의한 후,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깊이정보의 특성 악

2.1. 스테 오 정합  변환을 통해 획득한 깊이정보

깊이정보를 얻는 방법  가장 일반 인 방법은 스

테 오 정합(stereo matching)하는 방법이이다. 스테

오 정합방식은 3차원 공간상에 설치된 카메라의 기하

학  특성이 주어진 상태에서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한 

장면에 한 좌, 우 상간의 정합 을 찾아내고 그 두 

간의 거리를 찾아냄으로써 깊이정보를 얻는 방법이

다. 이 두 간의 거리를 시차 는 변이(disparity)라고 

한다. 스테 오 정합 방법은 기 상(좌 상 는 우 

상)의 모든 화소에 해 참조 상(우 상 는 좌 

상)에서 정합화소를 찾아야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매우 

많다. 

뿐만 아니라 정합 자체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 각 

화소의 정합을 해 그 화소 주 의 부분 상을 사용

하는 신 상 체를 사용하거나 많은 양의 부가 인 

연산과정을 추가하여야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격히 

증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이 사용된 이유

는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에서 깊이정보를 획득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일반 으로 스테 오 카메라의 기학학 인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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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 카메라가 하나의 물체를 바라보고 있는 구조

를 가지며 응용분야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 

축이 평행한 평형식과 축이 수렴하는 수렴식 모

델이 사용되지만, 복잡한 계산과 기하학 인 변형을 

피하기 해 주로 평행식 카메라가 사용된다. 그림 1에

서 스테 오 정합방식으로 획득한 상의 를 보이

고 있다.

(a)

(b)

(c)

그림 1. 스테 오 정합에 의한 깊이정보의 획득 
(a) 스테 오 상의 일부분 (b) ground truth 깊이정보 
(c) 스테 오 정합방식으로 구한 깊이정보 
Fig. 1 Example of depth-map acquisition using 
stereo matching; (a) one of the stereo image 

(b) ground truth depth map (c) depth map computed 
directly using stereo matching

2.2. TOF(time-of flight)방식의 깊이 카메라로 획득한 

깊이정보

일반 인 TOF방식의 카메라는 LED 혹은 이  같

은 원과 이 원으로부터 조사된 빛이 객체에 반사되

어 나오는 신호를 검출하는 센서로 구성되어있다. 즉, 이 

방식은 카메라에서 신호를 조사하고, 이 신호가 반사되

는 신호의 상 도를 계산하여 거리로 환산하는 방식이

다[5]. 그림 2에서는 깊이정보 카메라의 구조와 동작원

리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TOF 깊이정보 카메라의 구조  원리[3]
Fig. 2 Structure and principle of TOF depth 

camera

이 카메라는 반사되어 나오는 신호로부터 거리정보

를 구하기 해서 조사신호와 반사신호의 상 도

(cross-correlation)를 구한다. 이 방식은 빛의 속도, 조사

된 신호의 주 수, 조사된 신호와 입사된 신호의 상차

를 이용해 계산하는 것으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6]을 

참고하기 바란다.

스테 오 정합방식과 TOF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식

은 모두 깊이정보를 제공하지만, 두 방식의 깊이정보는 

차이가 있다. 스테 오 정합방식을 사용하여 깊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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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획득할 경우 카메라부터 객체까지의 거리가 변화하

면 좌우 두 상에 투 되는 응 이 원근감에 의하여 

변이차가 변화하기 때문에 객체의 크기뿐만 아니라 변

이값도 변화한다. 그러나 TOF 카메라를 이용할 경우에

는 객체까지의 거리를 신호의 왕복거리로 계산하기 때

문에 객체까지의 거리가 변화하더라도 객체 내의 상

인  깊이정보 값의 분포는 변하지 않는다. 그림 3에서 

TOF 깊이카메라를 이용해 획득한 깊이정보 상의 

를 보이고 있다. 

그림 3(a)의 경우 카메라에서 객체까지의 거리는 

100cm이고, 좌측 상은 획득한 원본 깊이정보 상, 우

측 상은 배경을 제거한 상이다. 그림 3에서 보인 

TOF 카메라를 이용해 획득한 깊이정보 상의 실제 화

소값의 분포를 그림 4에서 보이고 있다. 그림 4의 좌측

상들은 원본 깊이정보(그림 3의 좌측 상)의 히스토그

램, 우측 상은 배경을 제거한 상(그림 3의 우측 상)

의 히스토그램이다. 

(a)

(b)

(c)

그림 3. TOF 카메라를 이용해 획득한 깊이정보 
상의 ; 깊이정보 카메라로부터의 커리 
(a) 100cm (b) 150cm (c) 200cm  

Fig. 3 Example of depth-map acquisition using TOF 
camera; distance from depth camera 
(a) 100cm (b) 150cm (c) 200cm  

(a)

(b)

(c)

그림 4. TOF 카메라를 이용해 획득한 깊이정보 
상의 히스토그램; 깊이정보 카메라로부터의 거리 

(a) 100cm (b) 150cm (c) 200cm  
Fig. 4 Histogram of depth-map acquisition using 
TOF camera; distance from depth camera 

(a) 100cm (b) 150cm (c) 200cm  

단순히 히스토그램만을 살펴보면 원본 깊이정보와 

객체의 깊이정보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깊이정보의 

최소/최 값, 평균값, 표 편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TOF 카메라를 이용해 깊이정보를 획득할 경

우 배경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잡음, 깊이정보 측정오류 

등의 잘못된 값들 때문에 발생하는 상이다. 따라서 객

체와 TOF 카메라 사이의 거리차(range distance)에 따른 

정확한 깊이정보 값의 변화량을 측정하기 해서는 배

경부분을 제거하고 깊이정보 값만을 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험결과 TOF 카메라와 객체의 거리

가 1cm 멀어질 경우 깊이정보 값의 변화량은 0.04로 계

산이 되었다. 이 결과를 이용해 아래의 식 (1)과 같은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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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여기서 는 변환된 깊이정보의 값, 는 실제 깊이

를 디지털로 변환한 결과, 는 거리의 변화량(단

[㎝])을 나타낸다.

Ⅲ. 깊이정보의 작기법

3.1. 크기조 (resizing)

깊이정보 내의 윤곽선(edge)의 경우 RGB 상의 윤

곽선과는 달리 객체의 텍스처(texture) 정보까지는 포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윤곽선의 양이 RGB 상에 비해 

상 으로 다. 하지만 깊이정보 내에 존재하는 윤곽

선은 객체의 실제 윤곽을 보다 더 정확하게 표 하고 있

다. 이는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홀로그래픽 

서비스 시스템의 경우 컬러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윤곽

선 보다는 객체와 배경의 거리차에 의한 윤곽선이 훨씬 

더 요하다고 볼 수 있다.  

(a)

(b)

그림 5. (a) RGB 상과 윤곽선 상
(b) 깊이정보 상과 윤곽선 상
Fig. 5 (a) RGB image and edge-map
(b) depth-map image and edge-map 

따라서 본 논문에서 구 한 깊이정보 작 기법은 깊

이정보의 확 와 축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질열화, 정

보손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 제안된 방법은 고해상도의 깊이정보를 얻기 

해서 해상도의 깊이정보에 존재하는 화소의 깊이 값

들을 활용하여 보간(interpolation)하는 방식이다. 본 연

구 은 기존의 양측 업샘 링(bilateral upsampling)에 거

리변환(distance transform, DT)[7] 정보를 추가 으로 활

용하여 선명도가 향상된 고해상도 깊이정보를 생성하

다[8]. 이 방법은 해상도 깊이정보에서 윤곽선을 추

출하여 에지맵(edge map)을 생성한다. 에지맵을 입력으

로 거리변환하여 거리변환 맵(DT map)을 획득한 후, 이 

정보를 양측 업샘 링에 용하여 최종 인 고해상도 

깊이정보를 생성한다. 자세한 방법은 [8]을 참고하기 바

란다.

깊이정보의 축소는 일반 인 서 샘 링(sub- 

sampling)을 수행할 경우 상의 세 한 정보가 소실된

다는 문제가 있다.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디지털 홀로

그래픽 서비스를 상으로 하는 깊이정보 작기법에

서는 깊이정보의 윤곽선 정보가 매우 요하다. 따라서 

윤곽선 정보의 일부를 소실할 경우, 이를 디지털 홀로

그램으로 변환하여 홀로그래픽 복원 상으로 재생하

면 소실된 부분이 더욱 부각되어 화질에 큰 악 향을 끼

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정보의 축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1) 깊이정보에서 추출

한 윤곽선 정보를 블러링(burring)과정을 거쳐 흐리게 

처리한다. 2) 블러링된 윤곽선 정보와 깊이정보를 상

으로 서 샘 링을 수행한다. 3) 축소된 윤곽선 정보를 

가 치(weight) 값으로 사용하여 축소된 깊이정보에 곱

해 다. 

3.2. 원근조 (accommodation)

공간상의 객체가 수평 이동하는 경우는 화면상에 나

타나는 객체의 크기나 깊이정보 값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에 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하지만, 객체가 원근

이동을 할 경우에는 객체의 크기나 깊이정보 값이 변화

하게 된다. 따라서 객체가 원근이동을 수행하는 것과 같

은 효과를 내는 깊이정보 상을 생성하기 해서는 거

리의 변화에 따른 깊이정보 값의 변화를 수학 으로 모

델링할 필요가 있다. 

깊이정보의 원근이동을 도시하면 그림 6과 같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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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와 는 동일한 물체, 즉 특정 물체가 원근 이

동한 것을 나타낸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3]. 

그림 6. TOF 깊이카메라로 획득한 깊이정보와 
크기의 변화

Fig. 6 Depth and object size obtained by TOF 
depth camera

  
                  (2)

이고, 여기서 는 역 변환된 깊이, 는 실제 깊이를 디

지털로 변환한 결과이며, 은 깊이정보를 표 하기 

해 사용하는 디지털 비트 수이다. 이 표기방식에 의해 물

체의 두께(, )를 나타내면, 

                   (3)

                   (4)

           
            

  (5)

가 된다. 따라서 물체의 이동에 한 깊이정보의 변환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6)

한편, 물체가 이동함에 따른 화면상의 물체의 크기 

와 는

  


   


        (7)

이다. 여기서 는 물체의 실제 크기이며 는 카메라의 

거리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동 후 화면상에 나타

나는 물체의 크기의 계는

               (8)

로 나타난다.

3.3. 합성(synthesis)

다양한 깊이정보 상 콘텐츠를 생성하기 해서는 

여러 종류의 깊이정보 상을 합성하여 새로운 깊이정

보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디지

털 홀로그램의 작을 목 으로 하고, 디지털 홀로그램

을 CGH 연산방식으로 획득하는 것을 상으로 하고 있

다. CGH 연산에 사용되는 깊이정보는 일반 으로 TOF

방식의 깊이카메라로 획득한 깊이정보를 변환한 정보

를 주로 사용한다. 그림 7에서 두 가지 이상의 깊이정보 

상을 합성하는 작 순서를 보이고 있다.

그림 7. 깊이정보 합성 순서
Fig. 7 Synthesis procedure of depth-map

Ⅳ. 실험  구 결과

디지털 홀로그램은 다음의 식 (9)와 같은 CGH 생성 

식을 그 로 사용하여 생성하 으며, 디지털 홀로그램

으로부터 원 상을 복원하는 방법은 시뮬 이션에 의

한 방법과 학 시스템에 의한 복원방법을 모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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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9)

여기서 k는 참조 의 수(wave number)로  , p

는 홀로그램의 화소 크기(pixel pitch), 와 는 홀로그

램의 좌표,  ,  ,  는 3차원 객체의 좌표를 나타내

며,   는 홀로그램 값을 나타낸다.

그림 8은 실험에 사용한 상복원을 한 학 시스

템을 보이고 있다. 이 시스템은 원인 이 (Laser)와 

거울(M), 빔 집속기(beam collimator, BC), 빔 확 기

(beam expander, BE), 반거울(half mirror, HM), 그리고 공

간 변조기(spatial light modulator, SLM)으로 구성되어 

있다. SLM에 디지털 홀로그램을 띄우고 홀로그램을 생

성할 때와 동일한 참조 를 이 로 조사하면 원 상

이 복원된다. 이 시스템은 축내(on-axis) 시스템이므로 

복원된 상이 이  축 상에 맺히게 된다. 따라서 육

안으로는 복원 상을 볼 수 없고 CCD 카메라로 촬 하

여 보게 된다.

그림 8. 상 복원에 사용한 학 시스템
Fig. 8 Optical system used to reconstruct the image

TOF방식의 깊이카메라로 직  깊이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해서 MESA Imaging사의 SR4000 깊이카메라

를 사용하여 직  촬 하 다. 깊이정보 카메라에 한 

자세한 내용은 [6]을 참조하면 된다. 이 카메라로 촬 한 

결과의 깊이정보는 간단한 로그램으로 식 (2)의 값으

로 변환하여 사용하 다. 그림 9는 이 깊이 카메라로 촬

한 깊이정보로 홀로그램을 생성하고 이를 시뮬 이

션 방법으로 복원한 를 보이고 있다.

그림 10에서는 원본 깊이정보 상(그림 10(a))의 해

상도를 50%와 75%씩 인 후 이를 디지털 홀로그램으

로 변환하여 재생한 홀로그래픽 복원 상들을 보이고 

있다. 

깊이정보의 해상도가 작아질수록 홀로그래픽 복원

상의 해상도 역시 선형 으로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홀로그래픽 복원 상의 얼굴부분을 보면 

, 코, 입의 윤곽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열화가 일어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보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a) (b)

(c) (d)

그림 9. 깊이카메라로 획득한 깊이정보를 사용한 
홀로그램 생성  복원 : (a) 우산의 깊이정보 

(b) 다비드의 깊이정보 (c) 우산의 홀로그래픽 복원 상 
(d) 다비드의 홀로그래픽 복원 상

Fig. 9 Examples for hologram generation and 
reconstruction for depth maps obtained by a depth 
camera: (a) depth map of Umbrella (b) depth map of David 
(c) holographic reconstructed image of Umbrella
(d) holographic reconstructed image of David

그림 11에서는 TOF카메라를 이용하여 100cm 거리

에 놓인 객체의 깊이정보 상을 획득한 후, 이 데이터

를 조작하여 150cm와 200cm 거리에 놓인 객체의 깊이

정보로 변형(그림 11(b), 11(c))한 것이다. 좌측의 상

은 깊이정보, 우측은 좌측 깊이정보 상으로 재생한 

홀로그래픽 복원 상이다. 조작된 결과를 보면 단순한 

크기조 과는 달리 원본 깊이정보의 해상도에는 변화

가 없고, 객체의 크기와 깊이정보 값들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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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에서는 두 개의 깊이정보 상을 합성하는 

를 보이고 있다. 그림 12(a)는 합성한 깊이정보 상, (b)

는 (a)를 사용하여 CGH 연산으로 생성한 디지털 홀로그

램, (c)는 (b)를 재생한 홀로그래픽 복원 상이다. 그림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른 종류의 깊이정보 상을 

합성하여 새로운 디지털 홀로그래픽 콘텐츠를 작할 

수 있다. 

 

(a)

 

(b)

  

(c)

그림 10. 깊이정보 상의 작(크기 조 )
(a) 원본 깊이정보와 홀로그래픽 복원 상 (b) 원본 
깊이정보의 크기를 50% 인 상과 홀로그래픽 
복원 상 (c) 원본 깊이정보의 크기를 75% 인 

상과 홀로그래픽 복원 상
Fig. 10 Manipulating the depth information(resizing)
(a) original depth-map and holographic reconstruction 
image (b) resizing depth-map(50%) and holographic 
reconstruction image (c) resizing depth-map(75%) and 

holographic reconstruction image

Ⅴ. 결  론

디지털 홀로그래픽 콘텐츠는 디지털 홀로그램의 생

성 시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고품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를 해소하기 해 본 논문에

서는 깊이정보 역에서 깊이정보를 조작하고 합성하여 

새로운 디지털 홀로그램 콘텐츠를 작하는 방법을 제

시하 다. 

 

(a)

 

(b)

 

(c)

그림 11. 깊이정보 상의 작(원근조 )
(a) 원본 깊이정보(100cm)와 홀로그래픽 복원 상 
(b) 원본 깊이정보의 거리를 변화시킨(-50cm) 상과 
홀로그래픽 복원 상 (c) 원본 깊이정보의 거리를 
변화시킨(-100cm) 상과 홀로그래픽 복원 상

Fig. 11 Manipulating the depth information(accommodation)
(a) original depth-map and holographic reconstruction 
image (b) the result from changing(-50cm) the depth of 
(a) and holographic reconstruction image (c) the result 
from changing(-100cm) the depth of (a) and holographic 

reconstructio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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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F 카메라를 이용해 획득한 깊이정보 상을 상

으로 크기조 , 원근, 합성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홀로그

래픽 콘텐츠를 생성하 다. 홀로그램의 생성은 연산에 

의한 CGH 방법을 사용하 으며, 제시한 깊이정보 조작 

 합성 방법은 다양한 깊이정보를 상으로 실험을 수

행하 으며, 그 결과 조작한 깊이정보에 따라 물체가 변

화된 거리에서 복원되는 것을 확인하 다.  

  

(a)                     (b) 

 

(c)

그림 12. 홀로그램 합성에 의해 디지털 홀로그램 
콘텐츠를 생성한 : (a) 깊이정보 (b) 생성한 디지털 

홀로그램 (c) 홀로그래픽 복원 상
Fig. 12 Example to obtain a digital hologram content 
by synthesizing hologram contents: (a) synthesizing 
depth informations (b) after synthesizing generated 
digital hologram (c) after synthesized reconstructed 

holographic image

본 논문에서는 물리  학분야에서만 연구주제로 

다 져 왔던 홀로그래피 기술을 자 인 상신호처

리를 사용하여 디지털 홀로그램 콘텐츠 작을 한 

상 신호처리 분야를 새롭게 제안하 으며 홀로그램 

콘텐츠를 효율 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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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월 : 운 학교  

일반 학원 졸업(공학석사)

2000년 3월 ~ 2001년 12월 : 인티스닷컴(주) 연구원

2004년 8월 : 운 학교 일반 학원 졸업(공학박사)

2003년 6월 ~ 2004년 6월 : 한국 기연구원 연구원

2004년 12월 ~ 2005년 8월 : 유한 학 연구교수

2005년 9월 ~ 2008년 2월 : 한성 학교 조교수 

2008년 3월 ~ 재 : 운 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 심분야 : 2D/3D 상  비디오 처리, 디지털 

홀로그램, SoC 설계, 워터마킹/암호화

김동욱(Dong-Wook Kim)

1983년 2월 : 한양 학교 

자공학과 졸업(공학사)

1985년 2월 : 한양 학교 학원 

졸업(공학석사)

1991년 9월 : Georgia공   기공학과 졸업(공학박사)

1992년 3월 ~ 재 : 운 학교 자재료공학과정교수. 

운 학교 신기술 연구소 연구원

2000년 3월 ~ 2001년 12월 : 인티스닷컴(주) 연구원

2009년 3월 ~ 재 : 운 학교 실감미디어 연구소장

※ 심분야 : 디지털 VLSI Testability, VLSI CAD, DSP 

설계, 디지털 홀로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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