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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홀로그램 연구에 사용되는 많은 광학 계산과 알고리즘 구현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를 위해 개발되는 

홀로그래피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오픈홀로)에 대한 소개이다. 오픈홀로는 홀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광학적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라이브러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오픈홀로의 주목적은 홀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초보자나 

일반인들도 이를 활용하여 홀로그램의 광학적 특성을 시뮬레이션하거나, 홀로그램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라이브러리를 

오픈 소스화 하는 것이다. 

 

 

 

Ⅰ. 서 론 

홀로그램이란 빛의 간섭과 회절을 이용하여 입체 

영상을 재현하는 기술이다. 오픈홀로는 다양한 홀로그램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뮬레이션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오픈 소스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홀로그램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개발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홀로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이때 

사용하는 오픈홀로 라이브러리의 3 가지 구성에 대해 

소개한다. 

 

Ⅱ. 본론  

그림 1 에는 오픈홀로의 역할에 대한 개략도가 나타나 

있다. 마야 혹은 3DMAX 와 같은 3 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3D 오브젝트를 생성한 후 오픈 

홀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홀로그램 간섭 패턴을 

계산하게 된다. 이때 사용하는 오픈홀로 라이브러리의 

구성은 크게 홀로그램 생성, 복원 그리고 신호처리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1-2] 

홀로그램 생성(generation)은 3D 데이터를 홀로그램 

이미지로 변환하는 단계이다, 3 차원 정보로부터 

홀로그램을 생성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또한 고속화를 위한 GPU 

병렬처리도 지원한다. 다양한 입출력 데이터 형식 및 

홀로그램 형태에 따라 고속생성이 가능하도록 

라이브러리를 구성하였다. 복원(reconstruction)은 

생성된 홀로그램 이미지를 다시 사용자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2D 이미지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Localization 과 Signal processing 및 Complex field 에 

의해 복원이 가능하도록 라이브러리를 구성하였다. 

신호처리는 생성과 복원 및 다양한 홀로그램 변환에 

사용되는 광학적 신호처리 라이브러리를 말한다.[3-4] 

 

 

 
 

그림 1 오픈홀로의 역할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홀로그램 콘텐츠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쉽게 생성하고 시뮬레이션을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적용된 홀로그램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여 

오픈 소스로 공개한 오픈홀로에 대해 소개했다. 이를 

통해 홀로그램에 대한 연구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수행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홀로그램 콘텐츠 생성에 필요한 툴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며 홀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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