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홀로그래피는 빛의 간섭과 회절 현상을 이용하여 3차원 영상 

재생이 가능한 기술이다. 디스플레이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으며 IT, BT, NT와 융합에 유리한 핵심

적인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본고에서는 홀로그램의 발전 역사

를 통해 기술적 특성과 산업 분야의 적용된 여러 사례 및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I. 서 론 

홀로그래피(holography)는 전체를 기록한다는 의미로 그리

스어인 holos(whole)와 gramma(message)의 어원으로부터 유

래되었다. 일반적인 사진술(photography)은 피사체의 세기 정

보를 기록하여 2차원의 정보를 획득하지만 홀로그래피는 피사

체의 세기 정보뿐만 아니라 위상정보를 동시에 기록하는 기술

이다. 위상정보는 피사체의 깊이 정보 또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피사체의 정보를 뜻한다. 

홀로그래피는 1947년 헝가리 출신의 영국인 과학자 Dennis 

Gabor의 전자선을 이용하여 간섭 패턴을 기록하고 가시광선의 

회절 현상을 이용해 파면을 재생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1]

[2]. 그러나 당시 실험에 사용되던 광원은 완전하게 간섭이 가

능한 광원이 아니었다. 완전히 간섭이 가능한 광원은 단일 주파

수의 스펙트럼을 가지며 위상이 일치되고 균일한 정현파를 말

한다. 당시에는 이러한 광원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3차원 정보

의 시각화 기능보다 현미경 영상의 해상도 향상에 중점을 두었

다. 또한 Dennis Gabor의 초기 연구에서는 하나의 광원으로부

터 피사체에 입사되어 반사된 빔인 물체광(object beam)과 물

체광과 간섭을 일으키기 위한 참조광(reference beam)이 같은 

축상에 있어 실상과 허상이 같은 면상에 기록되어 3차원 정보

를 구분하기 힘들었다.

1962년 He-Ne 레이저가 발명 된 이래로 홀로그램 기술

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되었다. Emmett Leith 와 Juris 

Upatnieks는 비광축(off-axis) 홀로그램 제작 방식을 발표하

였고[3] 1962년 소련의 Yuri N. Denisyuk은 백생광에서도 재

생이 가능한 반사형 홀로그램을 제안하였고[4] 1968년 미국 

MIT 대학의 Stephen A. Benton은 백색광에서 재생이 가능한 

투과형 방식의 레인보우 홀로그램을 개발하였다[5]. 이후 컴퓨

터에 의한 홀로그래피 구현, 전자선 홀로그래피 구현, 홀로그램 

메모리 및 회절 격자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1971

년 Dennis Gabor는 홀로그래피의 발명과 그 발전에 대한 공로

로 노벨 물리학상이 수여되었다. 이후 Michael Foster에 의해 

1972년 embossed 홀로그램이 실용화되었고 Llyod G. Cross 

등이 백생광으로 재생이 가능한 홀로그래픽 스테레오 그램을 

실용화하였다. 

3차원 정보의 새로운 시각미디어로서의 기능은 아티스트에

게 새로운 영감을 가져다 주었으며 1968년 영국의 Margaret 

Benyon은 아트 미디어로서 홀로그래피를 취급하기 시작하였

다. 1976년 뉴욕에 홀로그래피 미술관의 개관을 이래로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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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eith와 Upatnieks의 레이저를 이용한 

첫 번째 홀로그램 “Train and Bird” (1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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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홀로그래픽 아트 분야에 왕성한 활동이 있었다. 1990년대에

는 홀로그램을 기록할 수 있는 매질의 생산이 중단되고 홀로그

래피 미술관의 폐관으로 인해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홀로그램을 기록할 수 있는 매질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아날

로그 방식의 홀로그램과 달리 디지털 방식의 홀로그래피의 연

구 또한 진행되었다. 1967년 A.W Lohmann 등은 컴퓨터에 

의한 홀로그래피 구현을 시도하였고 1989년 MIT 미디어랩의 

Stephen A. Benton은 전자적으로 홀로그램을 생성 및 재생하

는 전자 홀로그래피를 발표하여 이 후 다양한 방식의 3차원 영

상의 시각화 관점에서 현재까지 디지털 홀로그래피가 연구되는 

중이다.

 

2000년대에는 융합 산업기술의 발전이 주를 이루었다.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logy technology), 

NT(nano technology) 등 첨단 신기술간의 다학제적 연구를 통

해 각 분야에서 풀지 못한 기술적 문제점들을 홀로그램을 이용

하여 해결하였다. 디스플레이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 계측, 에

너지, 보안, 인쇄, 교육 및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성장하였다. 

본 고에서는 홀로그램이 적용된 다양한 융합 산업기술분야를 

살펴보고 국내외 기술 동향 및 고찰을 통해 미래 지향적 기술로

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II. 홀로그램 융합 산업기술 연구동향

홀로그램 융합 기술은 기존 단일 학문 및 산업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IT, BT, NT 뿐만 아니라 ET(environment 

technology), ST(space 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

와의 융합을 통해 단일 학제 또는 산업분야에서 정체되어 있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IT와 관

련된 융합기술은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소자, 콘텐츠 및 보안

분야 등이 있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실사와 컴퓨터 그래픽으로 생성된 3

차원 객체정보를 빛의 회절현상을 이용하여 재생하는 시스템이

다. 기존의 양안방식의 3차원 디스플레이와 달리 눈의 피로감이 

없으며 자연스러운 영상의 재생이 가능하지만 디스플레이 제작 

시 요구되는 광학소자는 일반 방송 품질을 만족하기 위한 수준까

지 개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좁은 시야각과 해상도의 제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방법이 

제안되고 구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레이저뿐만 아니라 음파를 

적용한 디스플레이도 연구 개발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휴대 

단말용 디스플레이, 차량이나 증강현실을 위한 디스플레이, 군사 

작전을 위한 디스플레이 등 활용범위가 넓은 특징을 갖는다. 

현재 국내의 경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범부처 Giga 

KOREA 사업을 통해 광시야각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대면적 

초고해상도 공간광변조기, 3차원 영상정보 및 홀로그램 코덱, 3

차원 영상정보 및 360도 동영상 홀로그램 생성 및 홀로그래픽 기

술 실용화 와 표준화를 목표로 사업이 시행 중에 있다. 이는 영상

처리 데이터 량이 많은 디지털 방식의 홀로그램 정보를 5G 이동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대용량 실감 콘텐츠 서비스를 목표로 시행

하고 있다. 

미국의 MIT 미디어 랩은 다채널 AOM 광학변조기와 LCD

를 이용해 5인치급의 디지털 홀로그램 동영상 재생시스템인 

‘HoloVideo’를 개발하였으며 홀로그램 데이터의 처리 방법론, 햅

틱을 이용한 홀로그램 인터랙션등 다양한 디지털 홀로그램 관련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8]. 아리조나대학의 경우 3차원 홀로

그래피의 디스플레이 소자로써 Updatable 홀로그래픽 3차원 디

스플레이를 개발하였다[9]. 

일본의 동경대는 Touchable 홀로그램을 구현하여 인터랙티브

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가능성을 보였으며[10] NHK는 고해상

도 공간광변조기를 이용하여 홀로그램 방송을 위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연구 개발 중이다.

독일의Seereal 사는 사용자 관심 영역에만 홀로그램 영상을 생

성하는 고속화된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이 가능한 제품을 출시하

고 있으며[11] 터키의 빌켄트대학은 유럽 7개국이 참여하여 FP8

그림 2. 홀로그램 기술 발전의 주요 인물 D. Gabor, E. Leith, 

J. Upatnieks, Y. Denisyuk, S. Benton 및 L. Cross(왼쪽 상단부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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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Real3D”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홀로그래피의 신호처리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범유럽 산학연 컨

소시엄(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은 항공용의 자동 물체 

인식장치, 자동 물체추적 장치 및 공장 자동화용 형상인식 장치

에 응용이 가능한 초고속 홀로그래픽 디지털 광상관기 및 대용량 

저장장치 개발을 위한 BRITE-EuRAM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최근 가상, 증강 및 혼합현실 개인용 디스플레이 플랫폼이 활발

히 개발되고 있다. 특히 증강현실 및 혼합현실에는 홀로그램 융

합기술이 적용되어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일본의 SONY사의 경

우 홀로그래픽 광학소자를 사용하여 도파관을 이용한 콘텐츠 전

송 및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Smarteyeglass를 출시하였으며[12] 

미국의 경우 Luminit[13], Digilens[14] 등 착용형 디스플레이에 

홀로그램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산업, 군사 분야 관련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영국의 Trulifeoptics 사의 경우 도파관 형태의 홀

로그램 광학소자를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시판을 준비하고 

있으며[15] 한국의 경우 풀 컬러 홀로그램 광학소자를 이용한 연

구도 진행되고 있다[16].

 

보안분야에 적용된 홀로그램 기술은 현재까지도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이다. 홀로그램의 특성상 위조 및 변

조가 쉽지 않아 현재까지 신용카드, ID 카드, 지폐 등에 활용되

고 있으며 1983년 America Bank 에서 제작한 MasterCard에

는 처음으로 embossed홀로그램이 적용되었다. 최근 영국의 De 

La Rue사는 미국의 Dupont사의 인증 사업을 인수하여 위변조 

솔루션 분야를 강화하였고[17] 일본의 Dai nippon printing사

에서는 투과형 포일 타입의 립만 홀로그램 플라스틱 카드를 개

발하였다[18]. 충북대 광정보처리 연구실의 경우 랜덤 위상정보

를 이용한 디지털 홀로그램 보안시스템을 개발하였다[19]. 홀로

그램은 현재까지도 강력한 보안능력으로 인해 지속적인 연구개

발이 진행되고 있다.

BT, NT 및 ET와 관련된 융합기술은 현미경, 광학소자 개발

기술 및 감지 기술을 들 수 있다. 아날로그 홀로그램의 기록은 

홀로그램 기록 매질에 간섭 패턴을 기록한 후 재생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반면 디지털 홀로그램의 경우 간섭패턴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영상처리를 통해 복원한다. 이러한 영상처

리 기술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디지털 홀로그램 현미경이 개발

되고 출시되었다. 디지털 홀로그램 현미경은 기존 일반 광학 현

미경이 가지고 있는 대물렌즈의 NA(numerical aperture)에 의

해 발생하는 회절제한을 해결하여 해상도를 향상시키며 나노스

케일의 영상 측정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의 관찰 및 3차원 

형태의 영상 복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국내의 경우 2016년 토모큐브에서 3차원 홀로그래픽 현미

경 기술을 상용화하여 살아있는 세포와 조직을 염색 없이 3

차원 영상 측정이 가능한 제품을 출시하였으며[20] 벨기에의 

Ovizio 사는 수평해상도 200nm, 수직해상도 2nm을 갖는 제

그림 3. 다양한 방식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그림 4. 다양한 증강현실용 디바이스 

그림 5. 다양한 홀로그램 보안 적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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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출시하였다[21]. 스위스의 Lynceetec은 초당 1000프레

임으로 재생이 가능한 3차원의 조면계, 세포 활동의 3차원 영

상 재생이 가능한 현미경 시스템을 출시하였고[22] 스웨덴의 

Phase Holographic Imaging AB사는 시간에 따라 관측세포

의 프로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Holomonitor를 출시하였다[23]. 

일본의 Topcon사와 Nidex 사 그리고 독일의 Zeiss 사의 경우 

OCT(optical coherence tomography)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출시하여 판매 중이다. 

홀로그램 융합기술은 에너지 기술에서도 다양한 형태 및 방법

으로 연구개발 되었다. 가장 잘 알려진 기술로는 빌딩용 광전지

와 태양광 집광시스템이 있다. 홀로그램 광학소자는 빛을 원하

는 방향으로 회절 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시간이 흐름

에 따라 태양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 태양전지의 경우 고

정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어 최적의 효율을 기대할 수 없었다. 

홀로그램 광학 소자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태

양광의 최적 위치를 설정하여 각기 다른 태양전지에 전달함으

로써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태양광 집광 시스템의 경우 미국의 Prism Solar 사[24]와 

Luminit 연구소 등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광 집광을 

위한 다양한 형태와 방법이 적용된 시스템을 연구 개발 및 시제

품을 출시하였고, GE사는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하여 20% 효

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풍력발전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25]. 국내의 경우 2008년 ㈜경동솔라와 STX 에이프릴리스와 

공동으로 홀로그래픽 태양광 모듈 개발을 진행하였다[26].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한 굴절률 또는 특성을 감지하는 기

술 또한 연구되고 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은 이러한 기술

을 개발하여 용액의 수소 이온 농도지수, 포도당, 젖산, 알코올, 

오일의 농도 및 이온 등 다양한 감지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였

다. 특히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박테리아 성장 모니터링에서 발

생하는 젖산측정, 포자의 발아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에 집

중하고 있다[27]. 

전통적인 아날로그 이미지 홀로그램은 앞서 언급했듯이 1970

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아트 미디어로써 전시를 통해 부각

되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 전시뿐만 아니라 교육 및 인쇄 분

야로 확장되어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미국의 Zebra 

imaging[28], 리투아니아의 Geola[29] 등은 홀로그램 프린터

를 개발하여 건축, 의료, 군사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

었으며 일본의 Pioneer 사는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홀로그램으

로 출력 가능한 프린트를 개발하였다[30]. 국내의 경우 전자부

품연구원에서는 홀로그래픽 프린터를 개발하였으며 고속 디지

털 홀로그램 생성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6. 다양한 디지털 홀로그래픽 현미경

그림7. 홀로그램을 이용한 태양 집광 시스템 

그림 8. 스마트 홀로그램 센서, 켐브리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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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홀로그래피가 아닌 유사 홀로그램으로 지칭되는 프

로젝션 기반 홀로그래피 분야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2007

년 미국의 Cisco사는 원격 화상회의가 가능한 온스테이지 텔레

프레즌스를 공개하였고[31] 최근 국내에서는 싸이, 2NE1, 빅뱅 

등 홀로그램을 이용한 콘서트를 공개하였으며[32] 스페인에서

는 홀로그램을 이용한 시위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33]. 또한 

컴퓨터 그래픽스를 기반으로 인체의 내부 장기 등을 표현하고 

이를 디스플레이 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또는 레퍼런스로써 기

능을 하는 시스템도 제안되었다[34]. 이처럼 홀로그램은 의료, 

문화,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및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III. 홀로그램 융합기술 연구센터

 
홀로그램 융합기술 관련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

표로 2015년 충북대에서 홀로그램 융합기술 연구센터(센터장 

김 남)가 개소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하며 대학ICT연

구센터육성지업사업의 일환으로 홀로그램 원천기술 개발, 디지

털 홀로그램 저작도구 개발, 홀로그램 산업화의 주제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충북대 조형예술학과와 더불어 융합 예술

을 포함한 융합인재양성과 물리학, 광공학, 정보통신공학 및 소

프트웨어공학 등 다학제적 연구기반을 토대로 2018년까지 사업

을 진행한다. 특히 국내 홀로그램 분야에 많은 연구를 진행중인 

충북대를 비롯한 인하대, 세종대, 경희대, 광운대의 홀로그램 

관련 10명의 교수와 ㈜한교아이씨를 비롯한 국내 홀로그램 전

문 기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전자부품 연구원과 함께 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홀로그램 융합기술 연구센터는 2016년 뉴욕 MC 갤러리에서 

홀로그램 관련 작품전을 매년 2회 진행하고 있으며 청주시립미

술관 개관전(2016.7.1~10.3)을 위해 ‘위대한 영혼과의 대화’라

는 주제로 홀로그램 영상 설치작품 관련 사업을 시행하였다. 

2016년 9월에는 국가기록원에서 주관하는 2016 세계기록총

회의 산업전에 참가하여 조선왕조실록의 홀로그램 콘텐츠를 전

시하였으며 2015년부터 매년 8월 초중등 대상으로 홀로그램 관

련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로

는 풀 컬러 홀로그래픽 광학소자의 구현, 디지털 홀로그램의 사

실성을 기반으로 한 영상처리 기법, 실사를 기반으로 하는 컴

퓨터 생성 홀로그램, 홀로그램 재생을 위한 전자소자 개발, 컴

그림 9. 홀로그래픽 프린터 

그림 10. 홀로그램 프로젝션 기술을 이용한 사례

그림 11. 홀로그램 융합기술 연구센터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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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 홀로그램 생성과 저작 툴, 원격 홀로그램 화상회의 시스템 

및 홀로그램 융합 예술작품을 연구개발 중에 있다. 

IV. 결 론 

본고에서는 홀로그램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산업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해외의 경우 적극적인 연구 활동 및 산업

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 

및 결과들이 활발히 보고 되고 있다. 또한 홀로그램 기술은 IT, 

BT, NT에서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여 새로운 가

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

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타 산업과 융복합을 위한 활동 및 환경은 

해외의 환경과 비교하여 활발히 조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홀로그램 관련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홀로그램을 이

용한 융합기술 분야에서의 노력이 진행 중에 있지만 관련 업계

의 인프라 구축의 경우 한정된 분야만 이루어지고 있다. 타 산

업과의 연계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홀로그램 융합기술 관련 연구 및 산업의 생태계 구

축이 필요하다. 현재 홀로그래피 관련 주요 기술의 경우 해외에

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국내에

서도 세계시장 기술 경쟁력 기반확보를 위한 노력과 지속적인 

홀로그램 융합 산업기술 기반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신수요 창출

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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