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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홀로그래픽 광학소자(HOE; holographic optical elements)는 높

은 회절효율과 협대역 주파수 특성,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의

소자로 구현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비행기와 자동차의 정보

표시를 위한 HUD(head-up display), 증강현실용 HMD(head

mounted display), 2D/3D 디스플레이용 스크린 등에 널리 활용

되고 있다. 이에 홀로그래픽 광학소자(HOE)의 동작특성과 디스플레

이에 활용되고 있는 몇 가지 예를 통해 그 활용가치와 앞으로 홀로그

래픽 광학소자가 좀 더 보편화되기 위해 풀어야 할 당면과제 등에 대

해 다루고자 한다.

I. 홀로그래픽 광학소자의 개요

1. 정의

홀로그래픽 광학소자(HOE; holographic optical

elements)란 홀로그래피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일

종의 회절 광학소자(DOE; diffractive optical

elements)를 말하며, 홀로그램에 기록된 파형을 재생

시키거나 변형시켜서 투과되거나 반사된 빛의 형태

를 원하는 형태로 만들고자 제작된 광학소자이다. 홀

로그래픽 광학소자는 가간섭성(coherent)을 갖는 여

러 개(보통 두 개)의 레이저빔에 의해 형성된 간섭무

늬(interference fringe)를 기록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간섭무늬 간격이 균일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잘

정의된 간격을 갖는 회절격자 구조를 갖고 있다. 따

라서 홀로그래픽 광학소자는 반사법칙이나 굴절법칙

이 아닌 회절법칙에 따라 동작하는 광학소자이다[1]. 

<그림 1>에 일반적인 굴절 광학소자(refractive

optical elements), 회절 광학소자(DOE), 그리고 홀로

그래픽 광학소자(HOE)의 동작특성을 나타내었다. (a)

와 같이 굴절 광학소자는 굴절법칙에 따라 인접 매질

과의 굴절률 차에 의해 진행하는 빛의 방향이 결정되

는 반면, (b)와 같은 회절 광학소자는 패턴의 모양과

패턴 사이의 간격에 의해 빛의 진행방향이 결정되며

홀로그래피 기술

□ 김은석 / 은성디스플레이(주)

홀로그래픽 광학소자(HOE)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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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c)와 같은 홀

로그래픽 광학소자는 회절 광학소자와 유사하게 패턴

의 모양과 패턴 사이의 간격에 의해 진행방향이 결정

되지만 다중스폿이 발생하지 않아 높은 효율을 갖는

특징이 있다. 또한 회절에 기초하여 원하는 빛의 형태

를 만들기 때문에 홀로그래픽 광학소자는 회절 광학소

자의 특화된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절

광학소자는 회절패턴을 유리와 같은 재료 위에 양각

(surface relief) 형태로 가공하여 제작하는 반면 홀로

그래픽 광학소자는 빛의 간섭 무늬(interference

fringe)를 기록할 수 있는 홀로그래픽 기록매질을 이용

하여 한 번에 기록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2. 특징

홀로그래픽 광학소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2][3].

1)  하나의 소자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하나의 소자가 렌즈와 광속분할

기 및 간섭필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 동일한 기록재료에 여러 개의 소자를 기록할 수 있다.

3) 일반적인 광학소자는 표면가공을 통해 얻어지

므로 제작이 어려우나 홀로그래픽 광학소자는

감광재료에 사진촬영과 같은 방법으로 기록하

여 얻을 수 있으므로 제작과 복제가 용이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4) 박막형으로 소자가 얇고 가볍다.

5) 회절법칙에 따라 동작하기 때문에 좁은 대역

폭 영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6) 홀로그램은 대개 off-axis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큰 수차를 갖지만 on-axis 형태의 제

작도 가능하다.

7) 가간섭성(coherent)을 갖는 여러 개(보통 두

개)의 빔에 의해 형성된 간섭무늬를 기록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구면 렌즈의

성질을 갖는 소자의 제작이 용이하다.

8) 회절된 빛의 방향은 표면 또는 내부의 간섭무

늬 모양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회절된 빛의 효

(a) Refractive optical elements

(b) Diffractive optical elements

(c) Holographic optical elements

<그림 1> 광학소자별 동작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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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간섭무늬의 방향과 굴절률변조 등과 같

은 간섭무늬의 내부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홀로그래픽 광학소자는 평면형과 체적형으로 구

분되는데, 평면형은 입사된 빛이 여러 방향으로 회

절되어 효율이 낮은데 비해 체적형은 입사되는 빛

이 한 방향으로만 회절 가능하여 높은 회절효율을

갖는다. 또한 평면형은 입사각을 변화시켰을 때 회

절효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으나 체적형은 입사각이

조금만 변하여도 회절효율이 크게 변하여 회절현상

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는 좁은 파장 대역폭을 갖고 있어 특정 파장 영

역에서만 광학소자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이 요구되는 재래식 광학소자 또는 단일 파장

대에서 사용되는 재래식 광학소자를 대치할 수 있

다. 홀로그래픽 광학소자의 중요한 특성에는 회절

효율, 분광 대역폭, 각도 대역폭 및 수차 등이 있다. 

위상형 체적홀로그램으로 거의 100%의 회절효율

을 얻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홀로그래픽 광학소

자는 DCG(dichromated gelatin)과 같은 위상 체적

형 감광재료로 제작된다. 분광 대역폭 및 각도 대역

폭은 홀로그램의 두께와 굴절률 변조에 의해 결정

된다. 홀로그래픽 광학소자는 좁은 스펙트럼 대역

에서 동작하면서 색 분산(chromatic dispersion)이

요구되는 경우 필름으로 된 소자를 이용하여 대부

분의 동작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복제 가능하다. 

홀로그래픽 광학소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홀로

그래픽 감광재료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

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로는 DCG(dichromated

gelatin), 은염감광제(silver-halide emulsion), 그

리고 PR(photoresist) 등이 있으며, 새로운 위상형

재료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photopolymer, LiNbO3, BSO 등과 같은 비선형 홀

로그래픽 기록재료들이 많이 응용되고 있다.

3. 응용분야

홀로그래픽 광학소자는 기존의 회절격자, 렌즈,

<그림 2> 홀로그래픽 광학소자(HOE)의 응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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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및 광학필터를 홀로그래피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이들은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값이

싸고 하나의 소자로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다는 독특한 특성으로 많은 분야에 응용되

고 있다. 일반적으로 홀로그래픽 광학소자는 좁은

파장대역폭 또는 레이저, LED 등과 같은 단색광을

광원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에 재래식 광학소자를 대

체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회절격자(grating)의 경우 재래식 회절격자의 제

작방법은 고정밀도로 가공된 유리판 위에 알루미늄

을 진공 증착하고, 그 위에 다이아몬드로 기계적인

방법으로 선을 그어 나가는데, 이 때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며, 선을 그을 때 선이 휘어지기 쉽고, 선과

선과의 간격이 일정치 않아 잡음의 요인으로 남게

된다. 홀로그래피 방법으로 제작된 회절격자의 경

우 제작이 용이하며, 격자간격이 일정하고, 격자간

격을 대단히 좁게 할 수 있어 감광재료의 종류에 따

라 10,000 line/mm 까지 분해능을 얻을 수 있다. 

II. 기술동향

1. Holographic Projection Screen

홀로그래픽 투영 스크린(holographic projection

screen)은 프로젝터의 투영면에 코팅된 유리를 사

용하는 기술로 주로 마이크로렌즈(micro-lens)로

구성된 코팅면을 포함한다. 이 렌즈는 오버헤드 영

사기(overhead projector)에 사용되는 프레넬 렌즈

와 매우 유사하며, 매우 투명한 화면에 영상을 나타

내기 때문에 공간 디스플레이 효과를 나타낸다. 또

한 렌즈 조작에 의해 유리면 앞뒤로 영상이 나타나

는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이 기술은 2차원만을 위한

것으로 3차원 영상을 재생하지는 못한다. 최근 마

이너리티리포트라는 영화에 등장하면서 많은 관심

과 함께 급속한 발전을 이룬 기술이다[4].

디스플레이 형태에 따라 전방투영(front pro-

jection) 또는 후방투영(rear projection) 설계가 가

능하며,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프로젝터가 유리판을

향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각각의 프로젝터에서 나

온 빔은 스크린 표면에 닿은 후 유리판 위에 기록된

렌즈 배열에 의해 다시 모아진다. 이렇게 하면 원래

영상에 대한 허상(virtual point)이 만들어지며, 가

상의 물체가 유리판 근처에 나타나게 된다. 후방 투

영방식에서 영상은 유리판을 통과하면서 보여지게

되고, 전방 투영방식에서는 영상이 스크린에서 반

사되어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인 홀로그래픽 투영 스크린은 수동적으로

영상을 보여주기만 하는 반면, 최근에는 사용자의

동작을 감지하여 이에 대응하는 화면을 나타내는 진

보된 형태의 대화형 홀로그래픽 스크린(interactive

holographic screen)도 선보이고 있다. 이 시스템

은 프로젝터, 컴퓨터, 그리고 crystal support 위에

screen film과 tactile membrane film을 붙여 만들

<그림 3> 홀로그래픽 투영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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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홀로그래픽 스크린으로 구성된다. 우선, 컴퓨

터는 영상을 프로젝터로 전송하고, 프로젝터는 스

크린에 투영될 영상을 만든다. 사용자가 스크린을

터치하면 tactile membrane film은 이 동작에 반응

하여 전기신호를 발생하고, 이 신호는 다시 컴퓨터

로 전송된다. 컴퓨터는 수신된 신호를 해석하여 수

신신호에 따라 투사된 영상을 변형시킨다. 

어떤 형태이건 홀로그래픽 투영 스크린은 일반 스

크린과 달리 빛의 진행방향을 바꿔주는 동작을 수행

함으로 프로젝션 방향에 사용자가 위치하면 영상이

사용자의 눈에 직접 들어갈 수 있어 30~40°  범위에

서 사선으로 투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투영

각도는 상대적으로 프로젝터와 스크린 사이의 거리

를 넓게 유지해야하며, 투영각을 좁힐 경우 홀로그래

픽 스크린의 효율이 저하되는 단점을 갖고 있다.

홀로그래픽 투영 스크린은 쇼 윈도우와 같이 건

물 전면에 부착된 유리에 제품관련 동영상을 보여

주는 광고용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대화형

인 경우 주변을 지나는 소비자와 상호 작용을 통해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

재 컴퓨터를 사용하던 화상회의에서 벗어나 모니터

가 아닌 바로 옆에서 회의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차세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으

며, 일부 공연 등에서 환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앞으로 이 기술은 증

강현실과 결합하여 보다 다양한 응용제품군을 만들

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2. Holographic 3D Screen

영화 아바타의 흥행이후 3차원 디스플레이에 대

한 관심이 높아져 삼성, LG, 소니와 파나소닉 등 대

형 TV 업체들은 이미 안경방식의 3D TV를 출시하

고 있다. 현재의 안경방식은 편광방식과 셔터방식

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특수 안경을 추가로 착용하

여야만 3D 영상을 볼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미래의 3D 디스플레이는 무

안경 방식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6 (a)>의 단시점 입체 영상(two-view auto-

stereoscopic displays)용 홀로그래픽 스크린은 왼

쪽과 오른쪽에 해당하는 두 개의 영상을 공간상에

존재하는 가상의 창을 통하여 투영한다. 이 영상은

중앙에서 가장 잘 보이며 좌우로 20~30mm 이내

에서 3차원 영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3D 디스플레이는 매우 높은 해상도를 가지며, 필름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시

<그림 4> 대화형 홀로그래픽 스크린의 개념도 <그림 5> 홀로그래픽 스크린을 이용한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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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3차원 효과가 요구되

지 않을 때는 일반 모니터로 동작할 수 있도록 2D

와 3D의 변환도 가능하다[5].

<그림 6 (b)>의 다시점 입체 영상용(multi-view

auto-stereoscopic displays) 홀로그래픽 스크린은

여러 명이 동시에 입체영상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개

의 단시점 입체영상을 제공한다. 관찰자는 여러 개의

영상 중 두 개의 영상을 볼 수 있어 한 쌍으로 이루어

진 스테레오 영상을 관찰하게 된다. 이 디스플레이

기술의 장점은 더 넓은 수평 시야가 확보된다는 것이

며, 다수의 시청자가 동시에 3차원 영상을 볼 수 있

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표현되는 영상이 다

수의 시청자를 위해 나눠지기 때문에 해상도가 저하

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가의 시스

템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다시점 3D

디스플레이에서는 2D/3D의 변환이 어렵다.

<그림 7>에 수평 방향을 따라 순차적으로 입체

영상의 시역들을 형성하는 홀로그래픽 스크린을

(a) 단시점 입체 영상용 홀로그래픽 스크린

<그림 6> 입체 영상용 홀로그래픽 스크린

(b) 다시점 입체 영상용 홀로그래픽 스크린

(a) 홀로그래픽 스크린 기록

<그림 7> 홀로그래픽 스크린 기록과 재생

(b) 홀로그래픽 스크린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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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a)와 같이 홀

로그래픽 감광판에 기준빔(reference beam)과 다

수의 신호빔(objective beam)이 입사되면 다수의

시역을 갖는 홀로그래픽 스크린이 형성된다. 이렇

게 형성된 홀로그래픽 스크린에 좌우 영상을 동시

에 투영할 수 있는 프로젝터로부터 영상이 투사되

면 (b)에서처럼 여러 곳에서 시역이 형성되어 한

번에 여러 사람이 입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시

역은 좌우뿐만 아니라 상하로도 형성이 가능하여

시청자는 서로 다른 높이에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KIST에서는 확산 스크린과 렌즈 역할을 하나로

통합한 홀로그래픽 스크린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

템에서는 8대의 프로젝터 영상을 이용하여 8시점을

구현함으로써 단위 시점 당 해상도 저하문제를 해

결하였지만 제작상의 어려움과 스크린 전체의 균일

한 특성 확보 및 회절효율 개선 등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KIST에서 개발한 8시점 시스

템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3. HUD(head-up display)/HMD(head

mounted display)

HUD(head-up display)는 전투기,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시현 기술로 전방 상향 시현기라고 부르

며, 운행 정보가 자동차나 비행기의 전면 유리에 나

타나도록 설계된 전방 표시 장치이다. 처음에는 비

행기에서 조종사의 전방 시야를 확보해 주기 위해

(a) 홀로그래픽 스크린

<그림 8> KIST의 홀로그래픽 스크린을 이용한 8시점 3D 디스플레이

(b) 8시점 디스플레이

<그림 9> HUD 활용 예



80 방송공학회지 16권 2호

80 특집 : 홀로그래피 기술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자동차에도 사고 감소를

위해 도입되고 있다. 

HUD는 투사될 정보를 표시해주는 CRT 또는

LCD, 이 표시 장치의 영상을 전달해주는 중계 광학

계(relay optical system) 및 이 중계 광학계로부터

의 영상을 조종사나 운전자의 눈으로 전달하여 필

요한 정보를 표시해 주는 동시에 외부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홀로그래픽 결합기(holographic

combiner)로 구성된다. 홀로그래픽 결합기는 홀로

그래피 원리를 이용해 만든 광학소자 즉 홀로그래

픽 광학소자의 일종으로서 두 개의 다른 상을 동시

에 결합시켜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홀로

그래픽 결합기는 빛을 일부 투과시키는 것은 물론

동시에 반사경, 구형 반사판, 확산판, 렌즈 중 하나

또는 두 가지가 복합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홀로그래픽 결합기를 이용한 HUD는 사

용자가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원격 목표물

을 계속 주시할 수 있도록 투사상이 무한대에 생기

게 하는 것과 사용자 앞에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도록 투사상이 생기게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9]. <그림 10(a)>는 정보원, 중계 광학계, 반사

경 및 홀로그래픽 결합기로 구성된 원거리 투사형

HUD이다. 정보원으로부터 영상은 중계 광학계를

통해 반사경으로 전달되며, 반사판의 초점면에 1차

상이 형성된다. 이 1차 상은 다시 홀로그래픽 결합

기로 전달되어 무한대에 2차 상이 형성된다. <그림

10(b)>는 홀로그래픽 확산 스크린을 홀로그래픽 결

합기로 사용하여 투사상이 관찰자 주위에 생기게

하는 HUD의 구성도이다. 정보원에서 표시상이 중

계 광학계를 거쳐 반사판에 의해 홀로그래픽 확산

스크린에 투사되며, 투사된 상은 확산 스크린 상의

각 점에서 산란되어 동공에 들어온다. 원거리 투사

형의 경우 반사 대역폭이 보통 15~30nm이기 때문

에 단색의 상만 표시 가능하며, 칼라 구현을 위한

홀로그래픽 스크린의 제작이 어려워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근거리 투사형의 경우 홀로그

래픽 확산 스크린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산(dis-

persion)에 의해 칼라 표현이 어려우나 분산을 아주

크게 하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천연색 영상의 표

시가 가능하다. 이 경우 문제는 회절효율이 줄어드

는 데 있다.

HMD(head mounted display)는 사용자의 머리

에 장착하여 2D/3D 화면을 표시하고, 아울러 머리

의 움직임을 검출하여 이를 로봇이나 제어시스템에

(a) 원거리 투사형 HUD

<그림 10> HUD의 동작 개념도

(b) 근거리 투사형 HUD

홀로그래픽 결합기

1차 상

정보원 중계 광학계 중계 광학계표시상정보원
반사판 반사판

2차 상 동공

동공
홀로그래픽 확산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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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장치이다. 초기의 HMD는 착용이 불편하

고 해상도나 광학계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

지고 있었다. 또한 고가이면서도 낮은 성능으로 인

하여 실제 상품화 시도는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하

지만 근래에는 많은 연구개발을 거쳐 전 세계적으

로 저렴한 상용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2003년

도시바에서 나온 HMD는 화질과 가독성이 떨어져

화면 중앙부분은 괜찮으나 모서리 쪽으로 갈수록

뿌옇게 보여 자막을 읽기 어려웠고, 무거운 무게와

눈의 피로감으로 인해 착용에 문제가 많았다. 그러

나 2010년 뷰직스(Vuzix)에서 만든 iVwear는 16:9

풀 HD와 3D 영상 지원, 428x240 LCD로 3미터 거

리에서 55인치 화면을 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

타내었으며, 26°  디스플레이 각도로 24-bit true

color를 구현한 제품을 선보였다. 소니는 2011년 1

월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CES에서 유기 EL패널을 사용한 3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를 소개하였다. 3D HMD는 2매

의 유기EL 패널을 채용해 1280x720의 고화질 영상

을 간섭(crosstalk) 없이 재생하였으며, 고음질의

버추얼 환경 헤드폰도 일체화하였다. 그러나 이들

제품 역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과 가격이 비싸다

는 단점을 갖고 있다. 

4. 디스플레이용 홀로그래픽 광학소자

기존의 홀로그래픽 기록매질에 패턴을 기록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자 장치를 이용하여 능동적인

홀로그래픽 광학소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품도 소

개되고 있다. 영국의 라이트블루옵틱스(LBO)는 성

냥갑만한 크기(부피 63cm2)의 휴대형 프로젝터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아직 녹색의 영상만을 제공하

고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강유전체 액정 실리콘

(FLCOS)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소자를 위상변조 소

자로 이용하여 홀로그램과 같은 회절패턴을 발생시

킴으로써 초점 조절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LBO는 PVPro라고 이름 붙인 광학 엔진 기술

을 개발하였는데, 이 기술은 LD(laser diode) 또는

DPSS(diode pumped solid state) 레이저를 광원으

로 사용하고 특유의 회절광학계를 이용한다. 이 광

학계에는 움직이는 부품이 전혀 없고 홀로그램에서

발생되는 이미지가 워낙 작기 때문에 입력 및 출력

광학계가 커질 필요가 없는 단순 렌즈들의 조합만

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그림 12>는 PVPro의 광학

(a) 뷰직스(Vuzix)에서 만든 iVwear

<그림 11> HMD 제품

(b) 소니 3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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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및 광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 제품은 실시간으로 가능한 홀로그램의 계산을

위해 별도의 알고리즘을 채택하였는데, 이 알고리

즘은 입력되는 레이저광을 회절시키는 패턴을 만들

어 비디오 이미지를 형성한다. 화면의 밝기 조절은

별도의 변조기 없이 레이저빔을 변조하여 조절할

수 있다. 이 제품이 컬러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Green 외에 Blue와 Red 레이저를 더 추가해야 하

며, 이 경우 하나의 FLCOS 만으로 순차적으로 각

색깔의 레이저를 비추면서 컬러 영상을 얻게 된다.

이러한 Field sequential 개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광원의 on-off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속도가

240Hz 정도 필요하지만 레이저 광원이나 FLCOS

는 일반적인 여타의 광원부품이나 LC에 비해 동작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소자라고 여겨진다. 이 시스템의 또 하나의

특징적 요소는 홀로그램 알고리즘이 곡면으로의 투

영을 위해 이미지를 사전에 왜곡시키도록 쉽게 변

경할 수 있기 때문에 평탄하지 않은 면에 대한 투사

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FLCOS는 입력되는 광

파면을 직접 제어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적절한

계산에 의해 광학 수차를 교정할 수도 있다. <그림

13>에 이 시스템의 외형과 실제 휴대폰에서 입력된

신호를 받아 영상을 비추고 있는 사진을 볼 수 있

다. 현재의 투사각은 114°  이다.

III. 결 론

홀로그래픽 광학소자(HOE)는 투명하고 얇은 필

름 또는 플라스틱 형태로 다양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어 기존의 광학소자를 대체하거나 기존에 불가능

했던 것으로 알려진 다기능 소자를 제작할 수 있다

<그림 13> LBO사의 Demo용 제품

<그림 12> LBO사의 PVPro 엔진 광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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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점을 갖고 있어 광학제품, 통신 및 디스플레

이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2차원인 홀로그래픽 투영 스크린은 광고, 공

연, 증강현실 등에서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3차원인 홀로그래픽 3D 스크린은 3D TV

의 개발 방향이 무안경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므

로 홀로그래픽 광학소자의 활용도와 필요성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록매질

(recording material)과 개발 시스템, 그리고 대량

생산을 위한 복제기술이 요구된다. 그러나 개발 시

스템을 제외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소재는 미

국의 Dupont과 독일의 Bayer, 복제기술은 일본의

DNP에서만 상용화 가능하여 아직 대중화를 위한

높은 장벽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광학소자 개발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재료 수급이 어려

운 문제가 있고, 복제기술 분야의 기술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록매질과 복제기술

의 개발이 선행되어야만 홀로그래픽 광학소자 분야

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컬러 영상구현

에서 가장 큰 문제점인 수차와 색분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광학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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