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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

요 약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스마트 폰을 비롯한 휴대용 디지털 기

기를 자주 활용하고 있다. 휴대용 기기에서 디스플레이는 단순

히 보여주는 출력 용도뿐 아니라 입력 장치로서도 효용성이 매

우 높으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주

요 부품으로 그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편 디

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은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몇몇 상용화에 근접한 기기들이 제안되고 있

다. 현재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커다란 광학 시스템으로 

구현되고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궁극적으로 휴대가 가능할 

만큼 단순하고 경량화된 구조로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아

직 휴대용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구현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앞으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구현되기 위해 필요

한 요소 기술들의 동향과 전망을 하고자 한다. 

Ⅰ. 서 론 

디지털 기기의 발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커다란 변화

를 겪고 있다. 수년 전만 해도 휴대폰은 단순히 통화나 저품질

의 영상을 기록하는 수단이었고 컴퓨터는 당연히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탁상용 컴퓨

터보다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게임을 하

는 등 일상 생활에서 항상 휴대용 기기를 활용하고 있다. 

휴대용 기기의 이용 시간이 증가할 수록 정보에 대한 사용자

의 접근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용량 정보의 전

송, 연산, 저장이 가능해지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삶의 질을 향

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용 기기가 우리의 삶에서 필수품으

로 자리잡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휴대용 기기와 관련된 기술에서는 기본적으로 기기의 연산 성

능, 입출력 기능, 휴대성과 관련된 기술들이 중요한 요소로 여

겨진다. 인간의 오감 중 시각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다양하고 사용자가 정보를 획득하는 속도가 가장 높기 때

문에 많은 전자 기기의 출력 방식으로 디스플레이가 이용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최근 출시되는 휴대용 기기들에서 디스플레이는 

기기의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탁상용 컴퓨터

에서 선호되어 왔던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별도의 입력 장치

를 대신하여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터치 방식의 입력이 주요한 

입력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휴대용 기기의 큰 면적을 차지하고 출력 기능뿐 

아니라 입력 기능도 담당하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

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

으며 그 중 하나의 중요한 방향은 3차원 영상을 실감 있게 보여

주고자 하는 시도이다. 하지만 3차원 디스플레이 상품에서 가

장 예민하게 제기된 문제점은 화질의 저하이다. 3차원 영상 정

보를 양안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2차원 정보의 손실이 불가피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충분히 해상도가 높아 육안으로는 구별하

기 힘든 고해상도의 패널이 장착된 스마트폰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용

한다면 3차원 영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느 정도 해상도의 손

실을 감수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3차원 디스

플레이 기술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홀로그래피 기술을 구현

하기 위해 요구되는 디스플레이의 해상도와 가능한 구현 방식

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평판 디스플레이 사양과 디지털 홀로

그래피 구현을 위한 요구 조건 

휴대용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구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광

원, 광학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기술 분야는 고해상도 광파 변조를 위한 소

자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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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상도에 대한 요구는 최근에 스마트 폰 제품에서 개

발되고 있는 기술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현재 스마트 폰 용 

액정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를 기준으로 향후 홀로그래픽 기술과 

접목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상도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고 대부분은 정보를 더 많이 빠

른 속도로 받고자 하는 큰 욕구를 가지고 있다. 휴대용 기기에

서 디스플레이가 정보를 전달하는 주요 수단이란 점을 생각할 

때 받아 들이는 정보양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디스플레이의 픽

셀 개수를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동일한 픽셀 크

기를 가지면서 개수를 늘린다면 화면 크기가 커지게 되고 휴대

하기가 불편해진다는 단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해진 화

면 크기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애플社에서는 레티나(retina) 디스플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어 냈다. 이는 인간의 망막이 분해할 수 없는 정도의 해상도를 

가진 디스플레이라는 의미로 대략 300ppi정도 해상도를 가지

는 제품들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이보다 높은 해상도의 디스플

레이들이 나오고 있으며 예를 들어 HTC社에서 468ppi를 가지

는 One이라는 스마트 폰을 출시하였다. <그림 1>은 최근에 출

시된 스마트 폰의 화면 크기 및 해상도를 보여 주고 있는데 full 

HD 해상도를 가지는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스마트 폰이 최근 

시장의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눈은 잘 만들어진 카메라라고 볼 수 있는데 광학적으

로 개구수(numerical aperture)를 계산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알 수 있다.

사람의 망막은 약 1억2천만개의 간상세포와 약 6백만개의 원

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간상세포는 약 2µm의 지름

을, 원추 세포는 약 6µm 의 지름을 가지고 있다. 간상 세포는 

어두운 곳에서는 매우 민감하지만 색을 구별하지 못하고 정교

한 이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 반면 원추세포는 밝은 빛에서 정

교한 컬러 이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2].

사람 눈의 지름은 약 24mm 이므로[3] 단순히 눈의 지름과 원

추 세포의 크기를 고려해서 사람의 시각 분해능을 계산한다면 

사람이 분해 가능한 각도는 약 0.86분이 나온다. 이는 통상적으

로 잘 알려진 사람의 시각 분해능은 1/60도라는 수치와 상통한

다. 우리는 1/60도라는 수치로부터 디스플레이가 300ppi해상

도를 가진다면 인간의 시각으로 분해할 수 없는 최소 시청거리 

약 11.5인치가 된다는 것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그림 2>는 

화면 해상도에 따라 인간이 시각적으로 분해할 수 없는 최소 시

청 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화면 해상도가 높아 질수록 가까운 거리에서도 디스플레이의 

픽셀을 구별하기가 어렵고 해상도가 낮아 지면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서도 픽셀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림 2>에서 

보이는 것처럼 화면 해상도와 인간이 분해할 수 없는 최소 시청 

거리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림 1. 최신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 및 해상도

그림 2. 인간이 시각으로 분해할 수 없는 화면 해상도와  

그때의 최소 시청 거리

그림 3. 눈의 구조(출처: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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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매우 대략적인 사실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림 3>은 인간의 눈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눈

의 구조는 일반 카메라 보다는 좀 더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가

지고 있으며 특히 광량을 지각하는 시세포가 망막에 고르게 분

포하고 있지 않은 특징이 있다. 특히 우리는 앞의 계산에서 눈

의 중심와 (fovea)에서 원추세포의 밀집도가 100µm당 50개 

정도로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고[4], 단속적 안구 운동 

(saccade) 에 의한 영향 또한 고려하지 않았다. 단속적 안구 운

동은 안구가 순간최대 각속도가 900deg/sec 정도로 움직이는 

신체에서 가장 빠른 운동이다[5]. 단속적인 안구 운동은 무의식

적으로 일어나는 눈의 운동으로 이러한 단속적 안구 운동이 인

간의 시각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

한다. 망막의 해상도보다 높은 해상도를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을 이러한 단속적 안구 운동 현상이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

[6-8]이 있는 반면 이토록 빠르고 기계적인 운동을 인간의 뇌가 

분석하여 사물을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9]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화된 논리를 바탕으로 앞의 계산 결과를 

회절 현상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 회절 현상에서 11.5인치 

거리에서 300ppi 즉 85µm의 분해능을 가지는 회절 한계 광학

계의 개구의 지름은 532nm를 기준으로 했을 때 1.84 mm 이

다. 즉 우리는 눈이 가지는 실효 개구 크기가 약 1.84mm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의 동공의 크기가 밝은 곳에서 평균적으로 

2~4mm 인 것을 감안한다면 인간의 망막 세포의 크기와 배치

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망막에서 단순히 원추 세포의 크기로 유추한 분해

능과 회절을 이용하여 동공의 크기로 계산한 분해능이 같은 차

수(order)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비록 2차원 디스플레이이지만 우리는 이미 디스플레이의 해상

도를 망막세포가 구별하지 못할 정도 수준으로 상용화된 제품

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은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정보량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정보량은 공간 대역폭

(space-bandwidth product)으로 정의된다[10]. 공간 대역

폭은 디스플레이의 면적과 광원의 파장으로 정규화된 시야각

의 곱으로 정보의 양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의 양은 홀

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소자인 공간 광 변조기(spatial light 

modulator)의 자유도와 같다. 여기에서 LCD, LCoS, DMD와 

같은 2차원 평면 형태의 공간 광 변조기의 자유도는 픽셀 개수

를 의미한다. 따라서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구현하

는데 필요한 정보량은 픽셀의 개수로 표현된다. 

공간 대역폭은 광파의 정보량을 표시하는 값으로서 광파가 진

행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

므로 요구되는 공간 대역폭은 관찰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양

으로 역산할 수 있다. 즉 사람의 동공의 크기와 시야 범위의 곱

을 파장으로 정규화하면 정보의 양이 되는데 이 값은 회절을 고

려하여 계산한 회절 한계 상황과 일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동

공의 실효 개구 지름을 1.84mm, 파장을 532nm이라고 했을 때 

근축 근사를 만족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정보의 양은 300ppi 해

상도를 가지는 패널이 가지는 픽셀의 개수와 일치한다. 이때 디

스플레이의 해상도(pixel per inch)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패널

의 면적이 증가할수록 픽셀의 개수가 증가하는 상관 관계를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금 눈의 광학계가 회절 한계의 

1/2배 정도 수준으로 우수한 점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폰의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이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해상도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앞의 예에서 사용한 수치를 좀 더 정교하게 계산을 해보자. 사

람의 동공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밝은 곳에서도 2~4mm이므로 

앞의 예에서 가정한 1.84mm 보다 약간 큰 값이다. 이러한 크

기의 차이는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볼 필

요가 있다. 이는 디스플레이의 공간 대역폭이 관찰자의 눈이 요

구하는 공간 대역폭 보다 작은 경우의 문제로 재해석할 수 있으

며 회절의 고차 항에 의한 잡음이 관찰자에게 전달되는가 여부

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만약 관찰자에 광파가 도달하기 전 

고차 항이 제거된다면 관찰자가 눈의 초점을 맺는 위치에 따라 

변하게 되는 실효 개구 값의 변화가 너무 크지 않은 범위에서 

홀로그램 영상을 감상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휴대용 기기의 경우 고차 항을 제거가 가능하도록 시

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용이 하지 않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생

성해야 하는 광파의 공간 대역폭은 최대 동공의 크기를 기준으

로 계산해야 한다. 어두운 곳에서 사람의 동공의 크기는 평균적

으로 4-8mm이므로 동공의 위치에서 필요한 광파의 지름을 최

대 8mm로 가정할 경우 300ppi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보다 약 

4.35배의 해상도 증가가 필요하다. 이는 1,307ppi 수준의 해상

도로 현재 출시된 제품의 최대 해상도인 468ppi보다 약 2.8배 

큰 수치이다. 이러한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공간 광 

변조 소자가 제작될 경우 스마트 폰 형태의 휴대용 디지털 홀

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구현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4>는 이러한 논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2012년 ITU-R

에서는 UHDTV에 관한 표준 권고안인 Recommendation 

ITU-R BT.2020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UHDTV는 7,680 

X 4,320의 픽셀 개수(8K) 또는 (3,840 x 2,160)의 픽셀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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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가 정의되었다. <그림 4>는 4K UHD와 8K UHD의 해상

도를 가지는 디스플레이가 존재할 경우 화면 크기와 해상도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 중간 값인 6K의 해상도를 가질 

경우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스마트 폰에 5인치 6K 해

상도를 가지는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구현될 경우 관찰자는11.5inch떨어진 시청 거리에서 

홀로그램 영상을 감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휴대용 

기기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 것이 아주 요원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Ⅲ.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가간섭성 광원을 변조하여 

원하는 영상을 표현을 하는데 광원에서부터 관찰자까지 홀로그

래픽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 요소들은 <그림 

5>와 같다. 광파의 변조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공간 광 변조기가 

이용되는데 <그림 5>에서는 전기적으로 기록 가능한 공간 광 

변조기와 광학적으로 기록 가능한 공간 광 변조기를 복합하여 

사용할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두 개의 상이한 공간 광 변조기

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동기화된 scanner가 필요하

다. 변조 후 직접 관찰자가 full parallax영상을 감상하거나 스

크린에 투사되어 산란된 horizontal 또는 vertical parallax영

상을 시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간섭성 광원으로는 현재까지 레이저가 가장 많이 이용되

어 왔지만 스패클과 같은 간섭현상에 의한 노이즈를 감소시키

기 위하여 부분 간섭성 광원이 적용하는 연구가 제안되고 있다. 

LED와 같은 부분 간섭 광원은 단일 파장의 광원이 아니므로 공

간적이나 시간적으로 낮은 가간섭성을 가진다. 광파의 가간섭

성을 수치화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간섭 길이이다. 

광원의 가간섭 길이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표현할 수 있

는 공간의 깊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광학 렌즈들은 각 광학 부품들을 연결하는 수단으로서 파면을 

원하는 형태로 변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가간섭 

광원 다음에 위치한 렌즈는 광파를 공간 광 변조기의 개구 크기

로 폭을 확대하고 광파가 공간 광 변조기에 수직으로 입사를 하

거나 수렴 또는 발산하도록 광파를 변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리고 공간 광 변조기 다음에 위치한 렌즈는 변조된 광파를 관찰

자가 관찰하기에 적합하도록 광학 신호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MIT 벤튼 교수에 의하여 음향 광학 변조기(AOM)을 이용하

여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최초로 구현한 이후 다양

한 종류의 공간 광 변조기가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적용되어 왔

다[11]. <그림 5>에 도시된 공간 광 변조기는 QinetiQ에 의해서 

제안된 구조의 일반화된 형태로서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 고속

으로 구동하는 소자와 이 소자에 의하여 변조된 광학 세기 신호

를 받아 신호 빔을 변조하는 소자로 이루어져 있다[12].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구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용화된 디스플레이 보다 높은 공간 대역

폭이 필요하다. 따라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서 공간 광 변

조기의 픽셀 개수가 적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다중

화 방법들이 많이 제안되었다. 다중화 방법은 크게 고속 구동 

소자를 이용한 시간 다중화 방법과 다수의 소자를 이용한 공간 

다중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간 다중화 방법은 고속 구동 소자를 이용하여 광파를 변조하

그림 4.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구현에 요구되는 해상도

그림 5.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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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으로 구동 소자로는 AOM과 DMD가 이용된다. AOM의 

경우 MIT Media Lab.을 중심으로 꾸준히 연구되는 방법 [13]이

지만 AOM의 제조 자체가 용이하지 않고 독자적인 전송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는 부담때문에 다른 그룹에서 연구한 사례를 찾

아보기가 어렵다. 반면 DMD를 이용한 시간 다중화 방법[14]은 

AOM과 비교하여 데이터 양 차원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도 이미 상용화된 제품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장

점 때문에 여러 그룹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시간 다중화 방법에서는 고속 구동 소자가 스크린 영역을 스

캔하면서 영상을 표현하게 되므로 관찰자는 플리커(flicker) 현

상을 관찰하게 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반면 공간 다중화 방법은 

다수의 공간 광 변조기를 사용하므로 이러한 플리커 현상에서

는 자유롭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소자를 사용해야 하는 실

질적인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다. 공간 다중화 방법에서는 데이

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보다 넓은 시야각을 제공할 수 있도

록 공간 상의 한 지점으로 공간 광 변조기를 모두 향하도록 배

치한 방법이 최근 활발히 연구 되고 있다[15][16]. 

시간 다중화 방법과 공간 다중화 방법을 결합한 시공간 복합 

다중화 방법은 공간 다중화 방법과 시간 다중화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데 QinetiQ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예로 들면 고

속 구동 소자에서는 변조를 위한 패턴을 생성하고 스캐너를 이

용하여 이 패턴을 광학적으로 기록 가능한 공간 광 변조기에 조

사한다. 광학적으로 기록이 가능한 공간 광 변조기는 광학 신호

를 hold할 수 있으며 이는 마치 회로에서 sample and hold 회

로 기능과 유사하다. 따라서 시간 다중화 방법에서의 단점인 플

리커 현상을 줄일 수 있으며 변조 데이터를 고속 구동이 가능한 

공간 광 변조기에만 전송하면 되므로 공간 다중화 방법에 비하

여 시스템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간 광 변조기가 광파를 변조하는 방식은 크게 위상 변조와 

진폭 변조로 나뉘어 지는데 위상 변조 방법은 복소 평면상에서 

광파의 정보를 모든 사분면에 위치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복소 평면에서의 평균값이 0이 되도록 광파가 변

조된다면 재생된 광파에서DC 잡음을 제거 하는 것이 이론적으

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kinoform 홀로그램이 시사하

는 것처럼 신호의 켤레 복소 항이 존재하지 않는 광파의 재생이 

가능하다. 즉 위상 변조만을 이용하여 광파를 공간 광 변조기의 

전 대역폭에서 원하는 세기 값을 가지도록 생성할 수 있다고 알

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정보의 양이 보존된다는 점에

서 많은 의문을 남길 수 밖에 없다. 광파는 진폭과 위상을 가지

는 복소수로 표현이 되고 이 중 하나의 변수만을 변화시키는 것

이 가능하다면 생성된 광파 역시 동일한 수의 자유도 밖에 가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디지털 홀로그래피가 오랜 기간 

연구되어 왔지만 이러한 의문 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반면 진폭 변조의 경우 정보의 양 측면에서 생성하는 광파의 

자유도의 개수가 분명하다. 진폭 변조의 경우는 복소 평면상에

서 광파의 정보가 실수 축의 양의 부분에만 존재하게 되므로 이

들의 평균값은 필연적으로 0이 될 수 없으며 DC가 강한 잡음으

로 남게 된다. 만약 이 분포가 고르게 존재한다면 전체 에너지

의 약 50%가 DC잡음이 된다. 또한 진폭만을 변조할 경우 불가

피하게 켤레 복소 항이 신호와 동일한 세기를 가지게 되므로 신

호는 전체 에너지의 약 25%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는 것이 이론

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고차 항 잡음에 의한 에너지의 손실이 

항상 존재하므로 LC SLM의 광 효율은 실제적으로 약 1% 수준

에 불과하다[17].

<그림 6>은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구성 요소를 보여 주고 있다. 가간섭 광원, 공간 

광 변조기를 거쳐서 관찰자가 홀로그램을 감상하는 기본 구조

로서 이러한 구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디스플레이와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작은 차이는 광원만이 가간섭성 

광원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광원의 가

간섭성을 조절함으로써 2차원 평판 디스플레이를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디스플레이에 백라이트 유닛을 교체함으로써 일반 디스플레이

를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가간섭성이란 디스플레이에 어떤 특성을 부여하는지 

생각해 보자. 부분 가간섭성을 가지는 광원은 생성하는 광파의 

정보에 제어할 수 없는 통계적인 오류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적인 오류는 경로차가 멀어질수록 커지고 

이것은 공간 광 변조기 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서로 상관관계를 정의하기가 어려워 진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가간섭성이 낮아질 수록 디스플레이에서 멀리 떨

어져 있는 대상물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 그러므로 광

원의 가간섭성은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표현할 수 

있는 깊이 범위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림 6.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필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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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휴대용 기기 응용 분야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응용 분야로서 어떠한 형태

의 휴대용 기기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 영화나 

소설에서 우리는 소형 기기에서 대면적 화면이 프로젝션되어 

등장 인물들이 커다란 영상을 감상하는 장면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림 7>은 최근 개봉한 두 편의 영화에서 묘사된 홀로그

래픽 디스플레이의 한 장면이다. 영화에서 배우들은 홀로그램 

영상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영상과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왜

냐하면 광파는 공기와 같은 등방성, 무손실 매질상에서 진행할 

때 반사나 회절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광량을 국소 영역에 집

중하여 플라즈마를 만드는 방식[18]을 제외하고는 관찰자가 디

스플레이를 바라 보았을 때 디스플레이 외형 밖의 떨어진 공간

상에 영상을 재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영화에서처럼 시계나 반지와 같은 액세서리 형태의 

기기를 이용하여 허공에 프로젝션하는 방식으로서 홀로그램 영

상을 보여 주는 것은 현재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요

원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8>은 현재 출시되었거나 개

발 중인 휴대용 스마트 기기들을 보여 주고 있다. 착용의 편의

성과 용도에 따라 안경 형태나 스마트 폰 또는 태블릿 형태의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으며 그 외의 제품들에서는 공간적인 

제약과 활동성 측면에서 디스플레이가 전면에 위치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가장 빠른 시기에 휴대용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

스플레이가 구현될 수 있는 방식은 안경 형태와 태블릿 형태라

고 여겨진다. 

<그림 9>는 저자가 아는 범위에서는 최초로 개발된 착용 가

능할 정도로 소형화한 두부 장착형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prototype이다. 이러한 구조는 저자의 경북대학교 3DOT 연구

실과 고려대학교 IPDS연구실이 협력하여 설계 제작하였으며 

LCoS 소자를 이용하여 full color홀로그램을 구현하였다. 

그림 7. 영화에서 묘사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Iron man 3(2012), Prometheus(2012)

그림 8. 휴대용 스마트 기기들 (Google glass, Google contact lens, 

Samsung Galaxy Gear, Sony Smartband)

그림 9. 안경 형태의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prototype 

(경북대학교 3DOT-고려대학교 IPDS)

그림 10. 안경 형태의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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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안경 형태의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그림 10>과 

같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안경 형태의 휴대용 기기의 

경우 공간 광 변조기에서 관찰자까지 기본적으로 광학계가 존

재하기 때문에 광학계 상에서 광학 필터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 설계 상의 이점

은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공간 광 변조기의 공간 대역폭을 눈이 실효 개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낮출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

이가 기존의 디스플레이와 같은 픽셀 개수의 소자로 구현이 가

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1>은 저자가 설계한 공간 다중화 방식을 이용한 

10inch태블릿 형태의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이다. 현재 상용화

된 소자들을 활용하여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스크린 사이즈에 

비하여 광학 구조물과 구동 부분이 너무 크게 설계가 된 한계가 

있다. 하지만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활용도 측면에서 새로

운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 

<그림 12>는 앞서 도시한 <그림 11>과 같은 태블릿 형태의 홀

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구성 요소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태블

릿 형태의 경우 공간 광 변조기와 관찰자 사이에 광학계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광학 필터를 삽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서 

공간 대역폭을 줄이는 것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찰자

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시야창이 움직여야 하므로 광파를 스티

어링하는 역할을 하는 소자가 필요하다.

현재 구글 글래스가 발표되면서 안경식 휴대용 기기에 대한 

효용성은 여전히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안경

식 기기와 홀로그래피 기술의 접목이 기술적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달성할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주지하고 우리가 미래

의 기술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Ⅴ. 결 론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은 디지털 소자의 발달로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

서 스마트 폰을 비롯한 휴대용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에서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역할 및 중요성은 매

우 커지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서 사용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를 증가 시키는 것이 기술의 발

전 방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최근에 고해상도 디스

플레이를 장착한 스마트 기기가 잇달아 출시 되고 있다. 이 시

점에서 눈의 동공 크기와 분해능을 고려한다면 현재 상용화된 

디스플레이의 해상도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

하여 요구되는 디스플레이의 해상도의 차이는 불과 서너 배에 

불과하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

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멀지 않은 미래에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휴대가 가능할 만큼 단순하고 경량화된 구조로 

구현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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