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3차원 영상 시스템의 응용 분야는 교육, 의료부

분, 산업용 진단 및 연구, 영화 산업, 가상 현실, 방

송용 TV등 그 영역이 매우 넓다. 이러한 응용분야

를 갖는 3차원 영상 시스템에 있어서 3차원의 감각

을 느끼게 하는 주요한 요인들을 보면 양안 시차

(Binocular Parallax), 수렴 각(Convergence

Angle), 단안에서의 수정체의 조절(Accommoda-

tion), 단안의 운동 시차(Monocular Movement

Parallax)가 있다[1]. 현재 이러한 요인들을 만족하

는 여러 가지 3차원 영상 디스플레이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중에서 관찰자의 두 눈에 각각 다

른 상이 보여질 때 발생하는 양안 시차가 가장 중요

한 역할을 한다. 3차원 영상 시스템은 공간에 입체

상을 형성시키는 방식과 양안 시차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분류되는데, 후자는 입체 영상이라

하여 3차원 영상과 구분되기도 한다. 양안 시차만

을 이용하는 방식에는 렌티큘라 스크린(Lenticular

Screen) 등을 이용함으로써 안경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과 안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안경을 사

용하는 방법에는 다시 편광 안경 방법과 액정 셔터

방법 등이 있다[2]. 또한 렌티큘라 판을 이용한 다

시점 3차원 영상 디스플레이, 그리고 렌즈의 특성

을 이용하거나 홀로그래픽 스크린을 이용한 다시점

3차원 영상 디스플레이가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양안 시차만을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약간의 운동

시차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청자가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영역이 극히 제한된다. <표 1>에 대표적

인 현재 기술들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방법들 중에

서 진정한 3차원 영상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

스템(Holographic Display System)으로 기록과 복

원이 가능하며, 가장 좋은 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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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방대한 양의 홀로그래픽 데이터의 처리,

저장 그리고 전송, 또한 현재의 영상매체를 대체할

정도의 홀로그래픽 데이터의 전시를 위한 소자 등

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여서 그 발전이

제한적이었다.

1980년대 말 MIT의 Benton 교수의 Media Lab

에서 홀로그래픽 비디오 실시간 재생 시스템을 개

발하여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은

일본에서는 TAO 지원으로 5년간 홀로그래픽 비디

오시스템을 LCD 기반으로 개발하였고, 한국에서도

KIST의 손정영 박사팀에서 MIT 방식을 개선한 홀

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KIST2000 기관 프

로젝트로 개발하였다. 이후 그 실용성에 대한 한계

로 인하여 다소 그 연구 강도가 낮아졌다. 그 이후

에 일본에서 202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하여 3D 홀

로그램으로 남아공 월드컵을 실시간 전송하겠다고

선전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NICT를 기점으로하여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

에서도 최근 대형 홀로그래피 기술 과제들이 시작

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흐름하에 본 고에서는 실용적 풀

컬러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홀로그래피 응용

기술의 가능성을 최초로 개발한 MIT의 홀로그래

픽 비디오 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홀로그래픽 비디오 시스템 

1.  MIT 홀로그래픽 비디오 시스템 

MIT에서 최초로 개발된 홀로그래픽 비디오 시스

템의 구성 및 작동원리를 설명한다[3,5]. 서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재 알려져 있는 가장 완벽한 3

차원 영상 기법은 홀로그래피이며, 실시간 디스플

레이에는 AOM을 이용한 합성 개구 홀로그래피 또

는 여러 개의 액정-표시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주로 연구되었다. MIT에서 최초로 개발한 홀로그

래픽 비디오 시스템의 초기 모델에 대한 개략도가

<그림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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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차 전 달 방 법 구 현 방 법

•좌우 눈에 대응하는 화상의 광학 특성을 달리하여 보냄 •편광안경

양안 시차
•좌우 눈에 대응하는 화상을 시각차를 두어 교대로 반복시킴 •액정 셔터 안경,

•좌우 눈에 대응하는 시역을 형성시켜줌 •각종 광학판식 렌티큘라, 홀로그래픽 스크린, 시차 장벽, 각

종 반사경 프리즘 방식

•Spiral Screen

단안 초점조절 •원근이 다른 영상을 연속 투사 •가변 초점경

•다초점 3D 디스플레이

양안 + 운동 •좌우 눈에 대응하는 화상이 눈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짐
•다시점 영상 기술: 이동 개구, Eye Tracking,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 IP(Integral Photography)

양안+운동+단안
•실제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느낌 •홀로그램, 홀로그래픽 비디오 시스템, 초다시점 3D 디스플레이

초점조절

심리효과 •눈의 전방 시야각 확대로 의사 3차원 •IMAX

<표 1> 3차원 영상 전달 방법



주요 부분은 간섭 무늬를 결정의 굴절률 변조 형

태로 전시하는 AOM,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간섭 무

늬를 정지시키고 아울러 AOM의 제한된 개구를 확

장시켜 주는 회전 다면경, 홀로라인(Hololine)들을

수직 방향으로 전시시켜 주는 갈바노 스케너

(Glavano Scanner), 간섭 무늬를 축소시켜 시야각

을 넓게 해주는 축소 렌즈(Demagnificaion Lens)

그리고 수직 확산기(Vertical Diffuser)등이 있다.

광원은 초기 He-Ne Laser를 사용하고 AOM에 전

시된 간섭 무늬를 지나는 빛은 회전 다면경 근처에

서 초점을 갖게 되는 렌즈를 지나고 수직 스캐너

(Vertical Scanner)를 지나며 홀로라인의 수직 위치

가 결정되며 회전 다면경을 지나면서 AOM에서 음

속으로 움직이는 간섭 무늬를 정지시키는 역할을 한

다. 또한 회전 다면경은 제한된 개구(Aperture)를

확장하여 폭이 넓은 상을 형성하게 된다. 회전 다면

경을 지나는 빛은 축소 렌즈를 지나면서 간섭 무늬

의 축소 효과가 일어나며 수직 확산기는 수직 방향

의 빛을 확산하여 관측자로 하여금 공간적으로 분리

되어 있는 수직 영상을 부드럽게 이어주게 하여 영

상의 수직 연속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수직 확산기

를 지난 빛은 관측자로 하여금 수직 방향의 영상은

일반적인 영상과 같고 수평 방향으로는 입체감을 느

낄 수 있는 3차원 영상을 볼 수 있게 한다. 

2. AOM

간섭 무늬를 전시시키는 역할을 하는 AOM

(Acousto-Optic Modulator)는 조밀한 간섭 무늬

를 재생하기 위하여 높은 작동 주파수(Operation

Frequency)와 넓은 대역폭(Wide Bandwidth) 그리

고 높은 회절 효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매질의 조건

을 만족시키는 것은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전단

모드(Shear Mode)의 TeO2가 가장 부합되는 특성

을 나타낸다[6].

이렇게 선택된 전단 모드의 TeO2의 대표적인 특성

을 보면 파장 632.8 nm에서 간섭 무늬의 전시 매질

로써 가장 중요한 요인인 회절 효율이 최대 8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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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IT 홀로그래픽 비디오 시스템의 개략도



도이나 중심 주파수가 75MHz이고 대역폭이 50MHz

이며 음파의 속도는 617m/s이다. 이러한 파라메터

(Parameter)에서의 음파 속도를 기준으로 중심 주파

수와 대역폭을 고려하면 음파의 사용가능 대역은

50MHz에서 100MHz 이어서 632.8 nm 파장에서 회

절 가능 각도는 2.94°에서 5.88°에 해당한다. 여기에

서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점, 즉 전시된 간섭 무늬가

음파의 속도로 이동함에 따른 상의 움직임, 그리고

회절 가능 각도가 작음으로 인하여 관측자로 하여금

좁은 영역에서만 3차원 영상을 관찰할 수 있는 문제

점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은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한 문제로, 음파의 속도로 이동하는 상의 정지는

회전 다면경의 적용으로 해결 가능하고 작은 회절 각

도의 문제는 축소 렌즈를 사용함으로써 상의 크기를

희생하여 회절 각을 증가시킴으로써 해결된다. 

3. 펄스 레이저 홀로그래픽 비디오 시스템 

기존에 존재하는 홀로그래픽 비디오 시스템은

MIT Media Lab의 Benton 팀에 의해 개발된 것으

로 한 개의 음향광 변조기에 홀로그램 간섭 무늬 데

이터를 쳐프 형태의 전기 신호로 표시하여 연속파

발진 레이저로 홀로그램 상을 재생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홀로그램 데이터

를 위해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 등의 고속 컴

퓨터를 사용해야 하며, 회전 다면경을 이용하여 음

향광 변조기에서 음향파로써 진행됨에 따라 생겨나

는 상의 흐름 효과를 보상함으로 인하여 시스템의

크기가 증가하였다. 펄스 레이져를 이용한 시스템

에서는 펄스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함에 의해 회

전 다면경을 제거시켰고, 워크스테이션이 아닌 퍼

스널 컴퓨터(Personal Computer)로 시스템을 구동

시켰으며 회전 다면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채널 AOM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채

널 AOM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신호의 연속성을

위해 각 채널간의 간격을 최소화하여 거의 접촉된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보통의 경우 이 문제는 각

채널의 구동 회로와 연결되는 전극과 음향파 재생

기와 음향파 흡수기 때문에 각 채널 간 접촉이 불가

능하나 이 시스템에서는 AOM의 형태를 사다리꼴

형태로 제작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각 AOM 채

널간의 거리를 300㎛로 하였다. 다채널 신호를 일

련의 신호로 만들기 위해 “정지된 다면경(Still

Polygon)”으로 명명한 반사 미러 구성체도 새로이

고안하였다[4]. 이러한 구조를 이용한 펄스 모드 레

이저를 이용한 홀로그래픽 비디오 시스템은 <그림

2>와 같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홀로

그래픽 비디오 시스템의 사진은 <그림 3>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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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Type Material Laser Wavelength Center Frequency Bandwidth Aperture Efficiency

Deflector TeO2 Slow Shear 0.633 ㎛ 75 MHz 50 MHz 40 ㎲ 80% max

Deflector LiNbO3 0.633 ㎛ 1600 MHz 1050 MHz 1.0 ㎲ 1.0%/watt

Deflector LiNbO3 0.633 ㎛ 2500 MHz 1600 MHz 2.4 ㎲ 1.8%/watt

Modulator TeO2 0.633 ㎛ 500 MHz
170 MHz(AM)

—- 50% max
300 MHz(RF)

Modulator TeO2 0.633 ㎛ 750 MHz
250 MHz(AM)

—- 30% max
600 MHz(RF)

<표 3> AOM Material 특성 (Selected Acousto-Optic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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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펄스 모드 레이저를 이용한 홀로그래픽 비디오 시스템의 개략도

<그림 3> 실제로 구성된 펄스 모드 레이저 홀로그래픽 비디오 시스템의 사진



4. 펄스 모드 레이저

만약 조사되는 펄스의 폭이 충분히 짧으면, 스트

로보스코픽 효과(Stroboscopic Effect)에 의해 재생

영상의 이동은 없다. AOM의 크기가 MIT 시스템과

같이 크면, 상을 여러 번 나누어 펄스화된 레이저를

이용하여 화면을 형성할 때 필요한 화면의 재생률

(Reflash Rate)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12.3mm의

간격을 갖는 6개의 동등한 AOM들로 구성된

AOSLM(Acousto-Optic Spatial Light Modula-

tor)을 사용하였으며 하나의 영상 선을 형성하기 위

해서는 AOSLM은 6번 주사된다. 이러한 경우 필요

한 펄스폭은 200ns이다. 이 펄스폭 동안에도

AOSLM에서는 다수의 회절 무늬 이동이 있다. 무

늬의 이동으로 재생된 영상에는 가간섭적 잡음이

없어진다. 레이저의 반복 비율은 음파가 AOM을 지

나는 시간 즉, 소멸 시간(Refreshing Rate)에 의하

여 결정된다. 위에서 언급한 값으로 보면 개구 시간

은 20㎲로 계산된다. 레이저는 50kHz에 해당하는

펄스 반복 비율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반복 비

율을 갖기 위해서는 반도체, 금속 증기, 펄스 반도

체 레이저에 의해 펌핑된 네오디늄 첨가 결정의 2

차 조화파 또는 연속 펌프된 Q-스위칭이 필요하나

상기 시스템에서는 AO-Deflector를 이용하여

50kHz에 해당하는 펄스 반복 비율을 얻었다.

5. 수평 주사의 원리 

앞에서 기술된 기존의 홀로그래픽 비디오 시스템

에서 수평 주사에 관한 문제점은 주사 평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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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지된 다면경 세트를 사용한 수평 주사의 원리



분포된 수천의 간섭 무늬를 주사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m 개의 분리 가능한 영상을 주사하기 위해서

는 최소한 n 곱하기 m에 해당하는 해상도의 점들

을 갖는 스캐너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n

은 무늬의 개수이다. 일반적인 음향 광학적 스캐너

로는 위에서 필요로 하는 해상도를 제공할 수 없다.

얇은 띠 폭의 반사경들(Stripe Mirror Set)로 구성

된 수직 음향광 변조기를 사용할 때 가능하다. 여기

에서 설계한 수평 주사의 원리는 <그림 4>에 나타

내었다. 몇 개의 얇은 평면 반사경들로 구성된 반사

경 세트는 나선형 계단의 형태를 갖게 된다. 수평으

로 확산된 광은 AO 변조기에 의한 수직 방향에서 6

개의 각도 위치들로 차례로 반사된다. 각 광의 반사

위치는 퓨리어 렌즈의 초점 면에 배치된 반사경 셋

에서의 각 띠 반사경이다. 다중 영상은 다른 렌즈에

의하여 수직 확산기에 나타난다. 반사경 세트는 다

면경 스캐너 역할을 하면서도 회전이 없는 다면경

이 된다.

6. 음향광 공간 광변조기(AOSLM)  

채널 음향광 Bragg 셀(Acousto-Optic Bragg

Cell)은 대칭 사다리꼴 형태의 음향광 셀(Acousto-

Optic Cell)을 결합함으로써 제작한다[7,8]. 각각의

음향광 셀의 개구 시간(Aperture Time)의 합은 다

채널 음향광 Bragg 셀의 개구 시간이 된다. 6개의

TeO2 음향광 셀을 300㎛ 간격으로 결합함으로써

다채널 음향광 Bragg 셀을 구성하였다. 홀로그래

픽 간섭 무늬는 6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컴퓨터로

계산하여 준비한다. 각 구역은 다시 6부분으로 나

뉘어져 해당되는 음향광 셀에 입력된다. 홀로그래

픽 영상은 다채널 음향광 Bragg 셀에 녹색 파장

(514.5nm)의 펄스 레이저 빔으로 주기적으로 조사

함으로써 재생된다. 재생된 영상은 연속적이다. 이

것은 다채널 음향광 Bragg 셀이 적절히 작동함을

나타낸다. 

홀로그래픽 비디오 시스템에 있어서 음향광

Bragg 셀에 사용될 홀로그래픽 간섭 무늬의 양은

음향광 Bragg 셀의 대역폭에 의하여 한정된다. 여

기서 사용되는 음향광 Bragg 셀은 TeO2로 만들어

지며 이 소재는 이방성 광(Anisotorpic Light)이 전

단 음향 모드(Shear Acoustic Mode)와 상호 작용

한다[9]. 적용된 TeO2에 사용되는 전단 음향 모드

는 여타 특성상 음향광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값을

제공하지 못함에도 사용되었다. 그 여타 특성이란

낮은 음파 속도와 부족한 사용가능 대역폭이다. 이

러한 음향광 Bragg 셀의 전형적인 대역폭은 대략

적으로 25MHz에서 50MHz 정도이다[10]. 따라서

사용되어야 할 홀로그래픽 간섭 무늬는 이러한 대

역폭을 넘을 수 없다. He-Ne 레이저의 파장

632.8nm에서 30°의 사이각에서 만들어지는 간섭

무늬의 공간 밀도는 800/mm 보다 크다. 이것은

100mm x 100mm의 크기를 갖는 홀로그램을

30Hz의 프래임 률(Frame Rate)로 사용하기 위해

서는 1012 bytes/s를 넘는 데이터량이 필요하다. 여

기서 간섭무늬의 밀도가 55/mm인 경우 회절각도

가 2° 정도이고 이것은 0차 회절빔과 1차 회절빔을

구분하기 어렵게 한다. 이것도 역시 수평 및 수직

시차(Full Parallax)의 영상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넓은 대역폭이 필요하다. 대역폭의 한도 내

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홀로그램 데이터를 감소시키

거나 대역폭을 효과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대역

폭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하나의 방법은 다채널

음향광 Bragg 셀을 사용하는 것이다. 수직 방향의

다채널 음향광 Bragg 셀은 MIT 홀로그래픽 비디

오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채널 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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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Bragg 셀은 원하는 폭의 홀로그램 영상의 재생

을 위해 효과적으로 개구 길이(Aperture Length)

를 증가시키고 음향광 Bragg 셀 내에서의 음파의

이동에 따른 홀로그래픽 데이터의 흐름을 정지시키

기 위하여 회전하는 다면경(Polygon Mirror)과 광

학적 스캐너의 정렬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이는 광학적 요소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펄스 레이저를 사용함으

로써 작동하는 홀로그래픽 비디오 시스템에서 이러

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광학적 요소를 제거하였

다. 이러한 경우 음향광 Bragg 셀의 개구 길이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른 이산적인 메카니즘을 사용

한다. 또한 이런 메카니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채널들이 수평으로 일직선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TeO2로 만들어지고 같은 형태의 여러 개의 음향광

셀을 수평선상으로 좁은 간격으로 배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구조를 도입하였고 그 실험적 성능

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구조에는 음향광

Bragg 셀의 개구 길이가 각각의 구성 음향광 셀의

개구 길이의 합이 되도록 한다. 이러한 셀의 구조

는 <그림  5>에 두었다.

Ⅲ. 홀로그래픽 비디오 시스템용
컴퓨터 연산 홀로그램(CGH)

CGH는 대상 물체로부터 반사된 광파와 기준파

와의 상호 간섭에 의해 형성되는 물체의 입체 구조

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복잡한 간섭 무늬(In-

terference Pattern)를 감광 필름 상에 노출시켜 이

를 다시 현상함으로써 제조되는 기존의 홀로그램과

같이 입체상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CGH에는 이미지 홀로그램(Image Hologram),

퓨리어 변환 홀로그램(Fourier Transform

Hologram 또는 Fraunhofer Hologram), 프레넬

홀로그램(Fresnel Hologram)등 크게 세 종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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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다리꼴 프리즘 형태의 AOM 셀의 모습



있다. CGH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물체로부터 오

는 광파의 간섭 계산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분야로는 앞에서 기술한 연산

부분과 CGH의 응용 기술, CGH의 개선 기술 등

의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CGH를 처음 구현한

사람은 미국의 Brown과 Lomann으로 1966년도

에 이들은 글자 “ICO”에 대한 이진 프라운호퍼 홀

로그램(Binary Frounhofer Hologram)을 연산하

고 이로부터 다시 상을 재현하였다[11]. 이후에는

CGH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노이즈를 제거하거

나 좀더 복잡한 구조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져 초

점의 위치에 따라 뚜렷하게 형성되는 재생상의 형

태가 변화하는 삼차원적 구조에 대한 CGH를 실

현하기에 이르렀다[12]. 그런데, CGH를 구현하려

면 앞에서처럼 기준파와의 간섭 무늬에 대한 연산

과정이 필요하며 연산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데 이

를 개선하기 위하여 Lesen, Hirsch, Jordan등은

1969년 복소수 파면(Complex Wavefront)의 위

상 변화만을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연산 과정이 필

요없는 Kinoform이라는 위상 홀로그램(Phase

Hologram)을 계산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13].

1974년도에는 Chu와 Fienup등이 Kinoform에

파형의 진폭 변위(Amplitude Variation)에 관한

정보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Lee는

Computer Generated Interferogram이라는

좀 더 개선된 CGH를 연산하는 기술을 발표하

기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CGH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연산 알고리즘, CGH

를 통해 입체상을 재현할 때 입체상의 명암을

제대로 표현해주거나 CGH 자체의 양자화 잡음

(Quantization Noise)을 제거하는 기술 등이

[14] 개발되고 있다. 

1. 수평 시차만을 제공하는 컴퓨터 연산

홀로그램

AOM에 적용가능한 CGH 연산 방법은 Off-Axis

투과 홀로그램으로써 수평 시차(HPO: Horizontal

Parallax Only)만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HPO 홀로

그램을 수직 방향으로 1차원 홀로라인(One-

Dimensional Holographic Line)들을 적층하는 것

과 같다. HPO 홀로그램이 광학적으로 생성되는 과

정을 보면, 수평 방향 일정각도를 갖고 홀로그램 건

판에 입사하고 수직 방향의 변화는 없는 경우이다.

공간 주파수(Spatial Frequency)들은 수평 방향으

로 큰 값을 갖는다(~1000 lp/mm). 그리고 참조광

의 입사 각도에 따라 변화한다. HPO CGH는 단 하

나의 수직 방향 정보 즉, 수직  방향의 관찰 영역은

한 위치로 고정되는 것으로 낮은 공간 주파수(~10

lp/mm)를 수직 방향으로 갖는다. 수평 방향에 있

어서, 샘플링 정도(Sampling Rate)는 홀로그램 정

보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홀로그램을 재생하는 과정에는 수평방향의

회절이 주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하나의 홀로라

인은 수평으로의 하나의 면에서만 존재하는 점들의

정보를 포함한다. 

2. HPO CGH를 이용한 홀로그래픽 재생상

AOM에 적용가능한 HPO CGH를 이용 실상을

재생하거나 실상과 허상을 모두 재생하여 시야각을

확대시키는 방법을 실험하여 그 결과를  <그림 6>

에 두었다. 이러한 재생을 위하여 직육면체의 모서

리에 해당하는 점들의 3차원 좌표들을 계산하여 각

각의 3차원 점들에 대한 HPO CGH를 계산하였다.

<그림 6>에서 실상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시야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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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에서 중앙 우측 한계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가 작

음을 볼 수 있고, 실상과 허상의 데이터를 모두 사

용하는 경우에는 좌측 끝에서부터 우측 끝에 이르

기까지 그 시야각의 차이가 확대됨을 실험 결과에

서 확인할 수 있다. 

홀로그램 영상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안구에서 인

식할 수 있는 분해능의 한계보다 더 높은 영상 정밀

도를 제공한다. 따라서 홀로그래픽 동영상 재생에

서 필요한 공간광변조기(SLM)의 과도한 성능의 필

요를 낮추기 위해 보다 단순화된 홀로그램 데이터

와 인간의 분해능 한계와의 비교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홀로그램 데이터를 단순

화하면서 홀로그래픽 영상의 화질을 비교하여 연구

한 바가 있다[15].

Ⅳ. 결 론

최근에 이르러 입체 영화와 3DTV의 급격한 발전

으로부터 궁극적인 3D 디스플레이라 생각되어지는

홀로그래피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외 대기업과 각국의 정부에서도 다양한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홀로그래피 기술

의 동영상 재생 분야에서 최초로 그 구현 가능성을

제시한 MIT의 홀로그래픽 비디오 기술을 중심으로

KIST에서 개발한 홀로그래픽 비디오 연구 결과를

본 고에서 소개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

아지는 홀로그래피 기술에서의 장점과 문제점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홀로그래픽 비디오 기술을 소개

함으로써 홀로그래픽 동영상 재생을 통한 궁극적

홀로그래픽 3DTV 등의 디스플레이 기술의 개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소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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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실상만을 이용한 경우와 실상과 허상을 모두 이용한 경우의 홀로그램 재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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