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최근 디스플레이 산업은 현재의 디스플레이 기술

을 한 단계 뛰어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주목하

고 있다. 많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중에서 물체

의 3차원(3D) 정보를 실재감 있는 입체 영상으로

전달하여 보다 자연스럽고 온전한 정보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3D 디스플레이는 세계적으로 주목

을 받고 있는 기술이다. 영화 역사상 가장 큰 흥행

을 기록했던 ‘아바타’ 이후에 거의 모든 할리우드

영화들이 3D 영상을 지원하고 있고, 일반 가정에서

쓰는 모니터나 TV도 3D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제품

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에 맞추어 3D 디스플레이

기술의 개발과 3D 영상 컨텐츠 개발, 3D 영상 방송

등 연관 분야들의 산업화가 디스플레이 업계에 거

대한 시대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안경식 스테레오스코피 (stereo-

scopy) 3D 디스플레이가 많이 상용화가 되었지만,

3D 디스플레이 기술의 경우 다양한 접근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러

운 3D 영상을 많은 시청자가 동시에 볼 수 있는 무

안경식 오토스테레오스코피 (autostereoscopy) 기

술이 3D 디스플레이 기술의 종국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현재 상용화되거나 연구가 진행 중인 3D 디스플

레이는 그 종류가 무수히 많지만, 가장 궁극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기술은 홀로그래피(holo-

graphy)이다. 홀로그래피는 전체라는 뜻의 홀로

(holo)와 기록 혹은 그림이라는 뜻의 그래피

(graphy)가 합쳐진 단어에서 유래하며, 전체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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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진과 같이 물체에

서 반사된 빛의 세기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보

는 방향에 따라 물체의 형태가 달라지는 3차원적

영상을 기록하여 공간 상에 빛의 파면(wavefront)

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제안한 방

법이 홀로그래피이다. 즉, 빛이 가지는 모든 정보

인 진폭(amplitude)과 위상(phase)을 동시에 기록

하고 재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양안 시차 방식에서

제공하는 3D 영상 기술과는 달리 자연스러운 입체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 시각적인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디스플레이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 

1948년 Dennis Gabor에 의해서 처음으로 홀로

그래피가 제안된 이후에 현재까지 많은 방식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최근의 홀로그래피

의 원리와 기술을 소개하고, 기술적 이슈들을 설명

하고자 한다. 또한 홀로그래피 기술 이외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실감형 3D 영상 기술을 살펴보

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본다. 

Ⅱ. 홀로그래피의 원리와 이슈

홀로그래피는 물체의 표면에서 난반사 된 빛의

위상 변화를 간섭 무늬 형태로 기록한 것이다. 물체

에 투사된 후에 반사 또는 투과하여 홀로그래피 저

장 매체에 입사되는 물체파(object wave)와 저장

매체에 직접 입사되는 기준파(reference wave)의 2

개의 파가 서로 간섭(interference)현상을 일으키

며, 일반적으로 이 두 파는 서로 간섭할 수 있도록

동일한 레이저에서 나온 빛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

록된 정보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기록 과정에서 사

용하였던 기준파를 동일한 방향에서 입사시켜(경우

에 따라서는 반대 방향에서 위상공액파를 입사시키

기도 한다.) 회절을 일으키면 본래 물체가 있었던

위치에 물체와 동일한 상이 재현된다 (그림 1). 

처음 홀로그래피를 고안했던 Dennis Gabor는 물

체파와 기준파가 동일선상에 위치하는 On-axis 홀

로그래피를 제안하였고, 1960년 레이저가 발명되면

서 Emmett Leith와 Juris Upatnieks는 레이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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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홀로그래피의 기록

<그림 1> 홀로그래피의 기록과 재생

(b) 홀로그래피의 재생

레이저

반사경

물체 물체파

홀로그래피
저장 매체

홀로그래피
저장 매체

재생된 홀로그래피
영상

반사경

레이저

기준파

관찰차



이용한 Off-axis 홀로그래피를 제안하였다. 이후

홀로그래피 감광 재료 및 기록 매체의 발전과 홀로

그래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입체 디스플레이에서

부터 항공기 날개나 여타 정밀 점검을 위한 방법 등

수많은 응용 분야에서 연구 개발이 계속되었다. 홀

로그래피 기술은 여러 가지 장점과 이슈를 가지고

있다. 홀로그래피는 현재까지 알려진 3차원 디스플

레이 기술 중에서 3차원 깊이 정보를 제공하는 양

안 시차나 수렴, 조절 등에 모순 없이 입체감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홀로그램은 정보의 기록 밀

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러운 입체 영상

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 및 재생에서 코히

어런트(coherent)한 광원 또는 단색광을 사용하여

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에 적

용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

고 방대한 정보량으로 인해 화상 정보의 저장이나

전송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적인 광원이나 부분적으로 코

히어런트한 광원을 사용하는 기술이 제안되고 있

고, 인터넷과 이동 통신을 비롯한 정보 통신 분야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처리하거나 전송할 수 있

는 정보량과 그 질을 높이고 있어 더욱 활발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홀로그램의 전통적 저장 및 재생 매체

인 필름 대신 전자소자를 많이 사용한다. 특히, 홀

로그래픽 영상의 실시간 변조 재생을 위해 공간 광

변조기(SLM: spatial light modulator)가 많이 사

용되고 있다. 공간 광 변조기는 연산 작용을 통하여

얻은 전자 홀로그램을 실시간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분야가 넓은데, 정보를 입력받는 공간

광 변조기로는 음향 광 변조기 (AOM: acousto-

optic modulator), 액정 디스플레이(LCD: liquid

crystal display) 등이 있다. 이러한 공간 광 변조기

들은 컴퓨터를 통한 연산 과정으로 홀로그램을 기

록하기 때문에 홀로그램 간섭 무늬를 디지털 신호

로 변환해주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

간 광 변조기는 대역폭(bandwidth)의 제한으로 인

해 완전한 홀로그래피 영상을 위한 정보량을 처리

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하

기 위한 컴퓨터 연산 속도의 한계와 처리 시간은 홀

로그래피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다. 따라서 최

근 공간 광 변조기의 대역폭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하고 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공간 광 변조기 기술은 넓은 시야각과 대

화면의 홀로그래픽 3차원 영상을 구현하는데 한계

가 있다. 기술적인 방법에 있어서 공간 광 변조기의

개발이 필요하겠지만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위

한 초고해상도 공간 광 변조기의 개발은 아직 기초

단계에 있어, 제한된 공간 광 변조기의 대역폭을 효

율적으로 이용하여 홀로그래픽 영상 이미지의 크기

와 시야각을 향상시키는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본래의 홀로

그래피가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시차를 가지고

있어 3D 영상의 상을 재현하는데 반해 수평 방향의

시차만 제공하여 기존의 대역폭에 비해 절반의 대

역폭만 사용하는 연구이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세계 최초로 홀로그래픽 비디오 디스플레이 시스템

을 구축했던, 작고한 미국 MIT의 Benton 교수 팀

의 연구로 Mark I와 Mark II라 불리는 홀로그래피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연속파 레이저와 음향 광

변조기를 사용하고 있어 음향파의 진행에 따른 상

의 흐름을 보상해 주기 위해 회전 다면경을 사용하

여 가로 150 mm, 세로 75 mm, 시야각 15°의 홀로

그래피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 최근 서울대학교에

서는 공간 광 변조기의 픽셀 분포를 광학적으로 재

분포시켜 수직 방향의 해상도를 희생하고, 수평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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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대역폭을 늘려 시야각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12개의 액정 디스플레

이를 사용하여 가로 44.4 mm, 세로 44.4 mm, 시

야각 22.8°의 홀로그래피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

(그림 2). 점광원 어레이를 사용하여 광학적으로

수평방향으로 공간 광 변조기의 픽셀을 늘려 대역

폭을 향상시키는 기술은 동경농공대에서도 진행된

바가 있으며 영상의 크기는 가로, 세로 2 inch이고

시야각은 6.3°이며, 기존의 1980 × 1080의 해상

도를 가지는 공간 광 변조기를 사용하여 가로 방향

영상의 해상도를 7920으로 증가시켰다(그림 3). 

공간 광 변조기의 대역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에 공간 또는 시간적인 분할 방법(spatial or/and

temporal multiplexing)을 이용하여 시스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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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점광원 어레이를 이용하여 수평 방향의 공간 광변조기의 대역폭을 향상시킨 홀로그래피 기술
(출처: N. Okada and Y. Takaki, "Horizontally scanning holography to enlarge both image size and viewing zone angle," Proc. SPIE 7233, pp.
723309-1~723309-8, 2009.)

<그림 2> 광학적 픽셀 재분포와 굽어진 공간 광 변조기 어레이를 이용하여 수평 방향의 대역폭을 늘려 시야각을 향상시킨 홀로그래피
(출처: J. Hahn, H. Kim, Y. Lim, G. Park, and B. Lee, "Wide viewing angle dynamic holographic stereogram with a curved array of spatial light
modulators," Optics Express, vol. 16, no. 16, pp. 12372-1238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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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역폭을 늘리는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동경농

공대에서는 한 개의 디지털 마이크로 거울 장치

(DMD: digital micromirror device)와 두 개의 실

린더 렌즈를 이용하여 시분할 방식의 수평 주사 홀

로그래피를 제안하였고, 그 크기와 시야각은 각각

96.9 mm × 52.5 mm, 14.6°이다. 공간적인 분할

방법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대역폭을 늘린 다른 연

구 사례는 QinetiQ와 지바 대학이 대표적이다.

QinetiQ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시차를 모두

제공하고 4개의 공간 광 변조기를 사용하여 140

mm × 70 mm의 영상 크기에 100 메가 픽셀의 정

보량을 가진 홀로그래피 영상의 질을 높인 시스템

을 시연하였다(그림 4). 지바 대학에서는 점구름

모델을 보다 개선하여 물체 표현의 정확성을 높이

고 물체 표면의 다양한 텍스쳐 효과 표현을 가능하

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가진 홀로그래피 데이터를 실시간 비

디오율(30Hz 이상)의 재생율을 가진 홀로그래피

영상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HORN이라는 특수 보

드를 이용하여 계산을 병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

템이다. 

단일 관측자에 대하여 20인치급 크기와 추적

(tracking) 기술을 이용한 맞춤 시야각(adaptive

viewing angle)을 갖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제안한 독일 SeeReal의 기술은 기존의 공간 광 변

조기의 대역폭을 특정한 범위로 한정지어 보다 효

율적으로 사용한 방법이다. 기존의 홀로그래피 방

식이 전방향으로 홀로그래피 영상을 보여주었다면,

SeeReal사의 홀로그래피 방식은 공간 광 변조기 전

면에서 지향성 백라이트(directional backlight)가

관측자의 두 눈 각각에 시야창(viewing window)을

향해 얇은 시야각의 홀로그래피 영상을 보내고, 이

를 추적하면서 단일 관찰자에만 홀로그래피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두 개의 렌티큘러 렌

즈(lenticular lens) 어레이를 사용하여 왼쪽 눈과

오른 쪽 눈에 양안 시차를 갖는 이미지를 보여주어

무안경식 양안 시차 기술과 홀로그래피 기술을 결

합한 방식이다. 기존의 홀로그래피 방식이 공간 광

변조기의 픽셀 크기가 매우 작아야 기본적인 대역

폭을 제공했었던 반면에, SeeReal사의 기술은 100

um정도의 픽셀 크기를 갖는 공간 광 변조기로도

홀로그래피 영상을 단일 관찰자에게 제공할 수 있

어 주목 받고 있다(그림 5).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홀로그래피 기술 중 하나는

재기록이 가능한(rewritable) 홀로그래피 감광 재료

의 개발 분야다. 감광 재료를 사용한 홀로그래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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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공간적인 분할 방법을 이용하여 전체 시스템의 대역폭을 늘려 홀로그래픽 영상의 질을 높인 QinetiQ의 홀로그래피 (출처: C. Slinger, C.
Cameron, and M. Stanley, "Computer-generated holography as a generic display technology," Computer, vol. 38, no. 8, pp. 46-53, 2005.)



술은 고해상도의 영상 화질과 좋은 회절 효율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지만, 영구적인 홀

로그램을 기록하기 때문에 재기록이 불가능하거나

기록하거나 재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동적인

영상을 기록하지 못하고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홀로그래피 기록 매체로 많

이 사용되는 것은 동적 영상을 기록, 재생할 수 있

는 공간 광 변조기였다. 그러나 최근 아리조나 대학

에서 가로, 세로 10 cm의 영상 크기로 3분 안에 기

록을 하고 재기록이 가능한 홀로그래피 감광 재료

인 광회절 폴리머(photorefractive polymer)를 개

발하였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수평 시야각 45°, 수

직 시야각 15°를 갖는 홀로그래피 영상을 재현할 수

있지만, 홀로그래피 기록을 위하여 4~9 kV의 고전

압이 광회절 폴리머에 가해져야 한다는 사실은 단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Ⅲ. 최근의 실감형 3D 기술

최근의 실감형 3D 디스플레이 기술 중에서 체적

형 디스플레이(volumetric display) 분야에서는 고

속으로 동작하는 광소자와 디스플레이 소자를 이용

하여 관찰자로 하여금 보다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많이 제안되고 있다. 미

국의 Lightspace사는 고속 프로젝터와 20층의 평

면 광소자 (multiplanar optical elements)를 이

용하여 공간 상의 액정 층에 영상을 표현하여 입

체감을 형성하는 DepthCube 방식을 제안하였다.

3차원 영상의 실재감이 매우 뛰어나지만, 고가의

광학 소자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단점이다. 헝가

리의 Holografika의 Holovizio는 다수의 프로젝터

가 스크린에서 재생되어야 할 영상들을 정해놓고

역으로 프로젝터 방향으로 광선을 추적하여 각각의

프로젝터에게 정보를 할당하여 관찰자는 특정 위치

에서 다수의 프로젝터로부터 만들어진 광선들을

조합하여 실재감 있는 3D 영상을 관찰하게 되는

방식이다. 3D 영상을 표현하는 스크린을 회전시

켜서 공간 상에 입체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회전

스크린 방식의 대표적인 방식은 미국의 Actuality

사의 Perspecta display와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light field display가 있으며, 고속으

로 동작하는 프로젝터와 스크린 또는 거울을 이용

한 것이 특징이다. 동경농공대에서는 다수의 프로

젝터와 대형 프레넬 렌즈를 사용하여 특정 시점의

이미지를 특정 방향에 있는 다수의 시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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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 일반적인 홀로그래피 기술 및 (b) 양안 시차 방식의 홀로그래피 3차원 디스플레이를 기본으로 하는 SeeReal시스템의 광학 구조
(출처: www.seereal.com)



(viewing zone)에 집중해 주어 초다시점(super

multi-view) 조건을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제안하

였다. 초다시점 조건은 각 시점 간의 간격이 관찰자

의 한 눈의 동공 크기보다 작아 하나의 동공 안에

여러 시점의 영상이 투영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 경우 양안 시차에 의한 수렴의 조건뿐만 아

니라 각 눈의 초점 조절도 올바른 깊이 평면에 맞출

수 있어 관찰자에게 3D 영상의 깊이 단서를 보다

많이 제공하는 방법이다. 

Ⅳ.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홀로그래피

기술의 핵심은 공간 광 변조기의 제한된 대역폭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고해상도의 패널을 개발하거나

제한된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광학적

인 방법, 공간 또는 시간 분할 방법을 이용하여 전

체 시스템의 대역폭을 향상시키거나 단일 사용자를

위한 추적 기술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홀로그래피

영상을 관찰자에게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아직까지 연구 단계에 있는 홀로그래피 기술과

관련된 원천 기술의 확보를 위해 연구 개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실감형 3D 디스플레이 기

술 또한 기존의 디스플레이 소자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다수의 디스플레이 소자를 병렬적으로 조

합하거나 고속 디스플레이 소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실감형 3D 디스플레이

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초고해상도의 2D 평판 플레

이 디스플레이 소자 개발이 필수적이다. 향후 디스

플레이 소자 개발과 더불어 홀로그램 광학계의 개

발이 융합되어 가까운 미래에 완벽한 홀로그래피

3D 영상 시스템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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