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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가간섭성 광원을 이용하여 광파의 위상 정보

를 기록 또는 재생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홀로그래피 방식의 광파

재생은 광파를 산란시키는 3차원 대상물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

어서 이상적인 디스플레이 방법으로 여겨진다. 디지털 홀로그래피

에서 광파의 샘플링 영역과 그 대역폭의 곱은 공간 대역폭으로 정

의되며, 이러한 공간 대역폭은 디지털 홀로그래픽 시스템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수치이다. 공간 대역폭은 샘플링 개수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focal plane array (FPA)나 spatial light

modulator (SLM)의 픽셀 개수와 일치한다.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

술로 기존의 디스플레이가 가지는 크기와 시야각 수준의 광파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매우 큰 공간 대역폭이 요구된다. 따라서 디지

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공간 대역폭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 주목할 만한 시스템들

이 제안되었다. 공간 대역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SLM을 이용

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서 가시 부피와 해상도에 대해 논하고,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공간 대역폭을 정

리하였다.

Ⅰ. 서 론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광파를 기록하고 재생함으

로써 3차원 공간상의 광파의 정보를 저장하고 표현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최근 디지털 소자들의 발전으

로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술을 적용한 3차원 디스플

레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

한 디스플레이가 실현될 경우 3차원 영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대다수의 일반인들

이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술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홀

로그래피의 어원에서 생각해 보면 광파는 세기와

위상의 정보를 가지며 이러한 두 가지의 정보를 모

두 기록하는 기술이 홀로그래피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적용한 기록, 재생 방법

은 광파의 세기와 위상 정보 중 특히 위상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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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고 재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광파는 그 주파수가 385THz 이상이므로 위상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간섭의 방법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광파의 재생을 위해서는 위상이나 세기

변조 소자를 이용하는데 이는 광원의 가간섭성에

기초한다. 따라서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가간섭성

광원을 이용하여 실현이 된다. 일반적으로 재생을

위해서는 CCD나 CMOS와 같은 focal plane array

(FPA)가 사용되며, 재생을 위해서는 acousto-

optical modulator (AOM)이나 spatial light

modulator (SLM)이 이용된다. 디지털 홀로그래피

에서 광파의 기록, 재생은 Whittaker-Shannon의

샘플링 이론을 따르며 광학에서는 이러한 샘플링

이론에 기반하여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샘플링 개수

를 공간 대역폭(Space-bandwidth product)이라고

부른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홀로그래피에서 공간 대역폭

의 정의를 설명하고,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광파의 기록 및 재생의 측면에서 공간 대역폭의 의

미를 논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주목할 만한 디

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들의 공간 대역폭을 정

리하고 향후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술의 방향을 전

망해 보았다. 

Ⅱ. 공간 대역폭의 정의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FPA나 SLM과 같은 직사

각형의 샘플링 격자를 가지는 소자를 이용하여 기

록 및 재생을 하기 때문에 Whittaker-Shannon의

샘플링 이론을 따른다. 따라서 샘플링 공간에서 앨

리어싱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스팩트럼의 대역

이 제한되어야 하고, 이때 샘플링의 간격과 그 제

한된 대역폭의 최대 크기는 역수의 관계를 가지게

<그림 1> 샘플링 공간과 공간 주파수 공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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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제한된 대역폭을 가지

는 3차원 광파를 생각할 때 대역폭의 최대 값은 샘

플링 간격에 의하여 정해지며 이 대역폭의 크기를

Nyquist 주파수라고 한다. 만약 광파의 신호가 그

이상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다면 공간 주파수 공간

에서 광파의 스팩트럼이 겹쳐지게 되므로 앨리어싱

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이용하여 광파를 기록할 때

는 이러한 앨리어싱을 포함한 신호를 신호처리 기

술을 이용하여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와 같이 광파를 재생하고 이

를 사람이 관찰할 경우에는 Nyquist 주파수 이상의

대역폭이 겹쳐지는 현상을 관찰자가 인지하게 되므

로 신호 처리를 적용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

라서 디스플레이의 대역폭의 크기를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샘플링의 간격은 제한된 최대 대역폭의 역수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간 대역폭은 샘플링 공간에서의

샘플링된 크기와 대역폭의 곱으로 표현된다. 즉 가

로축과 세로축의 대역폭의 크기를 각각 2Bx와 2By

라고 할 때  2Lx×2Ly의 영역에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 그 공간 대역폭은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1)

여기에서 공간 대역폭은 시스템에서 측정 또는

재생할 수 있는 광파를 표현하는 자유도의 개수라

고 이해될 수 있다[1].

공간 대역폭이 일정한 값으로 정해질 경우 샘플

링 영역의 크기는 대역폭과 반비례 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대역폭이 크기 위해서는 샘플링 영역이 작

아야 한다. 디지털 홀로그래피 시스템에서 공간 대

역폭은 FPA를 이용한 측정이나 SLM을 이용한 재

생에서 픽셀의 개수를 의미하므로 공간 대역폭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소자의 픽셀 개수에 의해 결정

된다. 공간 대역폭은 단위가 없는 수이며 그 크기를

일반적으로 data point로 계산한다. 

Ⅲ. 대용량 디지털 홀로그래픽 측정

디지털 홀로그래피에서 공간 대역폭은 3차원 광

파의 기록 실험에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림 2>는 스캐닝 방식의 대용량 디지털 홀로그

래픽 시스템이다[2]. FPA가 2차원 평면상에서 x-

y 스테이지에 의해 움직이며 홀로그램을 측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FPA에 의하여 정해진 공간 대역폭

이상의 홀로그램 측정이 가능하다. 즉, 이어붙인

홀로그램의 크기는 FPA가 이동한 영역의 크기와

동일하고 이때 픽셀 간격은 FPA에 의해 이미 정

해져 있기 때문에 스캐닝을 함에 따라 최종 홀로

그램 픽셀의 개수가 증가한다. 이러한 스캐닝 시

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홀로그램의 위치에

오차가 존재하고 시간에 따라 기준파의 전역 위상

에 변화가 존재하므로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guiding features와 static camera와 같은 기준

점이 삽입되고 해를 최적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요구된다. 

<그림 2>의 셋업에서 대상물과 측정 면은 서로

거리가 충분히 멀기 때문에 거의 푸리에 관계에 있

다. 따라서 대상물의 면적은 대역폭의 크기라고 볼

수 있으며 실험에서 대역폭은 FPA의 픽셀 간격을

고려하여 대상물에 비추어 주는 광원의 크기를 알

맞게 정의함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림 3>은 스캐닝 방식의 대용량 홀로그래픽 측

M = 16BxByLx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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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캐닝 방식의 대용량 디지털 홀로그래피

<그림 3> 공간 대역폭에 따른 측정된 광파의 해상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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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스템에서 공간 대역폭이 증가함에 따라 광파

의 해상도가 향상되는 것을 보여준다[3]. 위의 결과

와 아래의 결과는 각각 1Mega data points와

441Mega data points의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치

적으로 재생한 결과로서 우리는 디지털 홀로그래피

에서 공간 대역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우리는 디지털 홀로그래픽 측정에서 공간 대역폭

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샘플링 간격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공

간 대역폭의 증가는 샘플링 영역의 증가를 가져온

다. 이때 샘플링 간격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스팩트

럼의 대역폭은 변화가 없지만 스팩트럼의 해상도는

증가하게 된다. 둘째, 다른 경우로서 공간 대역폭이

증가하지만 샘플링 영역은 고정될 경우 샘플링 간

격이 줄게 되는데 이는 스팩트럼의 해상도에는 변

화가 없지만 대역폭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넓은 대역폭을 가지는 고품질의 3차원 광파

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공간 대역폭의 증가가 필

수적인 것은 자명하다.

Ⅳ.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가시 부피

앞에서 논한 디지털 홀로그래픽 측정 시스템에서

공간 대역폭의 의미를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식 (1)과 같이 공간 대역

폭은 샘플링 공간 상에서 샘플링 영역과 대역폭의

곱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는 광파의 각 스팩트

럼(angular spectrum)이 샘플링 공간과 푸리에 관

계에 있다는 점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광파의

각 스팩트럼에서 방향 코싸인은 공간 주파수와 파

장의 곱이므로 최대 대역폭은 방향 코싸인으로 표

현이 가능하다. 즉 어떤 정해진 광파의 진행 위치에

서 광파의 공간 대역폭은 식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2)

여기에서  2Wx 2Wy는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

레이에서 횡축상의 재생된 광파의 영역 넓이이다.

<그림 4>는 SLM과 렌즈를 이용하여 광파를 재

생하였을 때 광파의 형상을 보여준다. 생성된 광파

는 SLM의 샘플링 간격의 주기성으로 인하여 0차

회절 이외에도 높은 회절 차수의 복제가 존재한다.

또한 SLM 픽셀의 개구의 형상에 의해 2차원 싱크

함수의 포락선이 형성된다. 렌즈의 초점 평면상에

서 이렇게 재생된 광파의 0차 회절 영역과 방향 코

싸인은 식 (2)의 관계를 만족한다. 

공간 대역폭의 크기를 짐작하기 위하여 예를 들

어 생각해 보자. 만약 파장의 길이가 633nm인

He-Ne 레이저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 5도의 시야

각을 가지고 100 제곱 센티미터 크기를 가지는 광

파를 재생하고자 한다면 요구되는 공간 대역폭의

크기는 대략 190Mega data points가 된다. 풀 HD

디스플레이의 픽셀 개수가 약 2Mega 인 것을 고려

하면 이는 매우 큰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디

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 처리하는 기술이 필수적

으로 요구된다. 

디지털 홀로그래피에서 공간 대역폭은 잘 정의

되어 있고 인용이 많이 되지만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표현 가능한 가시 부피와 그 해상도

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되지 않는다. 이는 광학

계의 구조에 따라 가시 부피의 형상과 크기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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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다르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림 5>는 SLM

과 푸리에 렌즈에 의해 형성된 가시 부피의 형상과

크기를 보여준다. 0차 회절에 의해서만 표현 가능

한 가시 부피의 형상은 그림과 같이 쐐기 모양을

가지며 SLM의 가로와 세로의 픽셀 간격은 같지만

개수가 다를 경우 렌즈의 초점 면에서의 단면은 정

<그림 4> 디지털 홀로그래피에 의한 광파의 재생

<그림 5>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가시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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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이지만 쐐기의 사이각은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표현하는 가시

부피의 해상도는 일반적인 이미징 광학계의 해상도

가 결정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시스템의 개구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횡축 해상도는 개구수에 반비례한

값을 종축 해상도는 개구수의 제곱에 반비례한 값을

가지며 이는 식 (3a)와 (3b) 같이 표현된다[4].

(3a)

(3b)

<그림 5>와 같은 시스템에서 개구수는 대략 SLM

의 폭을 렌즈의 초점거리의 2배로 나눈 값을 가진

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해상도와 가시 부피를 비교

해 보면 가시 부피의 횡축 단면적은 횡축 해상도의

면적에 공간 대역폭의 크기를 곱한 값임을 알 수 있

다. 반면 가시 부피의 종축 길이는 종축 해상도에

대역폭의 제곱근의 4분의 1을 곱한 값이다.

Ⅴ. 최근 주목할 만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공간 대역폭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

플레이는 공간 대역폭에 의하여 그 가시 부피와 해

상도가 정해지며, 기존의 디스플레이와 유사한 크

기의 화면과 시야각을 가지는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대용량의 공간 대

역폭이 요구된다. 따라서 최근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하나의 소자가 아닌 다수의

소자들을 공간 분할이나 시간 분할하는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풀 시차를 표현하기

위하여 공간 대역폭을 증가 시키는 데에는 기술적

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공간 대역폭

의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수직 시차를 없앤 수평 시

차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활발히 제안되

고 있다.

<그림 6>은 서울대학교에서 제안한 디지털 홀로

그래픽 디스플레이로서 12개의 액정 SLM을 이용

하여 22.8도의 광 시야각을 구현한 시스템이다[5].

이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서 각각의

<그림 6> 서울대학교의 광 시야각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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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M은 유효하게 3부분으로 나뉘어졌으며 이는 시

야각을 3배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시스템은

회절격자 스크린을 이용하여 수직 방향의 좁은 시

야각을 늘렸으며 수평 시차만을 제공한다.  

<그림 7>은 QinetiQ에서 제안한 100Mega

data-point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구성

과 재생 영상을 보여준다[6]. 이 시스템은 electric-

ally addressed SLM과 optically addressed SLM

으로 하나의 채널이 구성되며 총 4개의 채널이

100Mega data points의 공간 대역폭을 이루고 있

다. 이 시스템 역시 수평 시차만을 가지며 횡축 대

각선 길이가 약 6inch의 대상물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림 8>은 Tokyo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Technology(TUAT)에서 제안한 digital

micro-mirror device(DMD)를 이용한 스캐닝 디지

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이다[7]. DMD 소자의 고

속 시분할 특성을 이용하여 하나의 DMD 소자로

29.8Mega data points를 구현하였다. DMD 소자

는 액정 소자와는 달리 세기 변조만을 할 수 있지

만, 적절한 필터링을 이용하여 twin conjugate

image를 제거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주목할 만한 세 가지 디지털 홀로

그래픽 디스플레이에 대한 특성은 <표 1>에 정리하

였다. 공간 대역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스템의

<그림 7> QinetiQ의 100Mega data-point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그림 8> TUAT의 스캐닝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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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의 개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데이터 용량은

각각의 자유도에 따른 양자화 비트 수를 곱한 값으

로 정의된다. 흥미로운 점은 양자화 비트 수가 증가

하면 재생된 광파의 오차가 줄기는 하지만 디스플

레이가 표현하는 가시 부피와 해상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외에도 SeeReal사는 최근 관심을 끄는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구현하였다. 위의 세 가

지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공간 대역폭을

증가 시킴으로써 디스플레이의 특성을 향상 시키는

방향의 연구였다면, SeeReal은 눈의 개구가 작은

것에 착안하여 낮은 공간 대역폭의 홀로그램으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고 재생된 영상을 눈 추적 방

식과 결합하여 바람직한 위치에 재생하는 방법이

다. 3차원 광파를 작은 영역에 국한하여 재생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통념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간

대역폭의 구속을 피해갔다는 점에서 눈 여겨 볼 만

한 기술이다.  

Ⅵ. 결 론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광파를 기록 또는 재생할

수 있는 기술로서 3차원 디스플레이의 이상적인방

법으로 여겨지며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다.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에서 샘플링 공간

에서 앨리어싱이나 대역폭의 겹쳐짐을 피하기 위해

서는 광파의 샘플링 영역과 대역폭의 곱으로 표현

되는 공간 대역폭만큼의 샘플링 개수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간 대역폭은 디지털 홀로그래픽 시스템을

비교하는 기본적인 척도가 될 수 있다.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FPA와 SLM과 같은 직사

각형의 샘플링 격자를 가지는 소자를 이용하기 때

문에 Whittaker-Shannon의 샘플링 이론을 따라

시스템의 공간 대역폭이 정해지고 이는 FPA 또는

SLM의 픽셀 개수와 같다. 한편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가시 부피와 해상도은 SLM과 광학

계에 의해서 정해지며,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기존의 디스플레이 수준의 크기와 시야각을 제공하

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공간 대역폭이 요구된다. 따

라서 공간 분할이나 시간 분할을 적용한 대용량 디

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최근 활발히 연구되

고 있으며 향후 대용량 데이터 전송과 처리, 그리고

공간 또는 시간 분할의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디지

털 홀로그래피 연구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

한다. 

연구기관 시차 공간대역폭 (Mega) 데이터 용량 (Mb) 횡축 크기 (mm2) 시야각 (degree) 변조 소자 

서울대학교 수평시차 9.4 75.5 44.4x44.4 22.8 LC SLM 

QinetiQ 수평시차 100 100 140x70 5.3 LC SLM 

TUAT 수평시차 29.8 146 96.9x52.5 14.6 DMD 

<표 1> 최근 주목할 만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공간 대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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