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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 논문의 목표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항

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성능평가 정의를 기반으로 홀로

그래픽 디스플레이의 화질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홀로그래

픽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제공되는 입체 시 인지요인의 만족

지표를 설정하고 디스플레이 되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광학적 요구 사항과 관련된 성능 평가 항목을 정의 한다. 또

한 본 논문에서는 위상 광변조기(Phase SLM)를 이용한 실

험장치를 구성하여 획득한 홀로그래픽 재생영상을 분석함으

로써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영상이 갖추어야 할 평가지

표를 나타낸다. 평가 항목과 관련하여 모듈레이션 전이함수

(Modulation Transfer Function)를 이용한 해상도(resolution)

와 대조비(contrast)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

로 획득된 간섭무늬(Fringe Pattern)의 랜덤 위상 노이즈

(Random Phase Noise)에 따른 화질 저하에 대한 정량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I. 홀로그래피의 역사

홀로그래피(Holography)는 1940년대 후반 헝가

리 출신의 영국 물리학자인 Dennis Gabor에 의해

고안된 영상 기록기술이다[1]. 전체라는 뜻의 홀로

(Holo)와 기록 방법이라는 뜻의 그래피(Graphy)가

합쳐져 만들어진 합성어로 전체를 기록하는 방법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체를 기록한다는 의미

는 물체를 보는 방향에서의 물체의 표면 형상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두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보는 방향에 따라 형상이 달라지는 물체의 모

든 방향(All Directions) 영상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것이다.

홀로그램의 재생 방법은 Goodman과 Laurence[2]

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으며 홀로그램의 재생은

Kronrod 등에 의하여[3] 실현되었다. 초기의 이러

한 재생방법은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된 홀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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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적으로 재생하는 것이다. 홀로그래피는 1948년

에 발명 되었으나, 실제 우리에게 소개된 것은 레이

저가 개발되고 난 1960이후부터 실질적인 연구개발

이 진행이 되었다. 

지난 40년 동안 홀로그래피의 발전에 이정표가

된 과정들을 보면, 1948년에 영국의 Gabor에 의한

홀로그래피의 발명 이후, 1960년에 레이저의 출현

을 시발점으로 1962년 미국의 Leith & Upatnieks

가 Off-axis 홀로그램 제작[4] 기술을 개발하여 홀

로그램의 실용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러시

아의 Denisyuk에 의한 Lippmann type On-axis

홀로그램 제작 기술[5]의 개발은 홀로그램 소자

(Device)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1968년 미

국의 Benton에 의한 무지개 홀로그램 기술의 개발

[6]은 홀로그램의 영상 및 예술 분야 응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며, 1969년 독일의 Lohman에 의

한 컴퓨터 제작 홀로그램의 소개로 홀로그램의 가

상화(Virtualization) 및 디지털화의 토대를 제공했

고, 1973년 미국의 Lloyd Cross에 의한 다중 홀로

그램[7]은 홀로그램의 대상 영역을 사진의 대상 영

역으로 확대시켰다. 그리고 1989년 미국의

Benton[8]에 의한 홀로그래픽 비디오는 홀로그램

을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시발점을 제공했으며,

1997년 미국의 Halle에 의한 Zebra 홀로그램은 홀

로그램의 광 시역각화는 물론 화소화 가능성을 제

시했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 활성화되고 있

는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홀로그램을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는 것으로 홀로그램의 전자적 전송 및 홀로

<그림 1> Classical Holography 와 Digital Holography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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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정보의 샘플링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9].

현재는 디지털 홀로그래피(Digital Holography)

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 되고 있다. 홀로그래픽

플레이트(Holographic Plate)를 사용하는 고전 홀

로그래피(Classical Holography)와 비교하면, 디지

털 홀로그래피(Digital Holography)에 있어서는 화

학적 홀로그램 생성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이로 인

한 빠른 결과를 볼 수 있다. 컴퓨터의 연산속도와

전자적 홀로그래픽 영상(Holographic Image)의 획

득 장치의 발전은 다수의 응용 분야에 매우 매력적

인 도구가 되었다.

디지털 홀로그래피의 응용을 고려할 때 촬상소자

로 활용되는CCD(Charge Coupled Device)의 각 픽

셀의 크기 (≻5 micro meter)는 제약요소로 작용

한다. 실버 할라이드 (Silver Halide)에서의 에멀전

(Emulsion)을 사용하는 고전적 홀로그래피에서는

그 공간 주파수가 5000 lines/mm 정도이다. 이러

한 에멀전의 경우에는 참조광과 물체광 사이의 각

도에 있어서 기록과 재생에 있어 거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촬상소자(CCD; Charge Coupled Device)의

경우에는 의미가 있는 기록 가능한 공간 주파수가

≺100 lines/mm 이므로 간섭하는 물체광과 참조광

파동의 사잇각은 수 도 정도로 한정된다. 이러한 경

우에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기

록 대상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먼 거리에 있

어야 그 간섭패턴을 기록할 수 있어 그 응용에는 한

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려는 논문들이 있다[10].

현재 홀로그래피는 동화상 촬영을 위한 펄스 홀

로그래피, 넓은 공간광경의 표시와 광 시역각을 가

능케 하는 스트레오 홀로그램, 대량 생산이 가능한

엠보스 홀로그램, 자연색을 표시하는 천연색 홀로

그램,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디지털 홀로그래피, 그

리고 전자적인 홀로그램의 표시를 위한 전자 홀로

그래피 등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그 응

용도 영상, 광학소자, 계측, 보안, 정보처리 등으로

다양화되어, 물리 및 광학분야는 물론, 우주항공,

기계, 의료, 생물학, 전자, 통신 등 많은 과학기술

및 산업, 교육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Ⅱ.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성능평가의
정의와 의미

본 절에서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기

술동향에 관한 것으로 심리적 요인과 생리적 요인

을 통한 깊이 인지 요인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형태

의 3D 입체영상이 어느 요인을 만족/불만족 하는지

를 정성적으로 고찰 한다. 또한 타 연구기관에서 현

재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평가에 관련된 연구를

어느 수준으로 진행을 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성능평가

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의미를 고찰한다.

인간이 대상 물체에 대한 깊이감을 느끼게 되는

메커니즘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크게 경

험에 의한 심리적 요인과 물리적 자극에 의한 생리

적 요인으로 구분이 된다[11][12]. 

아래 <그림 2>와 <그림 3>은 깊이 지각 인자 요

인의 심리적 요인과 물리적 자극에 관련된 대표적

인 일반화된 설명 그림이다[13].

입체시의 심리적 요인은 표시하고자 하는 콘텐츠

의 영상과 관련된 것으로 직접적인 물리적 자극을

시청자에게 주기 보다는 경험에 의한 서로 다른 깊

이 인자를 통해 시청자에게 깊이 감을 제공한다. 대

표적인 예로서는 가까운 곳과 먼 곳의 영상을 주시

할 때의 깊이 감을 느끼는 원근법, 겹침에 의한 깊

이감 제공, 그림자 효과, 텍스쳐 구배 효과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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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체시의 생리적 요인은 관측자에게 실제적인 물

리적 자극을 주어 깊이 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써 연구 보고된 바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서로 다른 공간에 위치한 대상물체를 주시

하는 초점거리가 변화되어 입체감을 느끼는 즉 수정

체의 두께 변화에 기인한 초점조절(Accommodation)

능력, 둘째 양안에 한 대상으로 초점이 모이는 현상

<그림 2> 깊이 인지의 심리적 요인

<그림 3> 깊이 인지의 생리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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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폭주각의 차이로 입체감을 형성하는 폭주

(Convergence) 작용, 셋째 두 눈의 위치 차이에 따

라 다른 영상을 획득하여 깊이 감을 갖는 영상을 제

공하는 양안시차 (Binocular parallax), 마지막으로

관측자와 대상물체의 상대적 위치 차이에 의한 거

리감에 따라 입체감을 느끼는 운동시차(Motion

Parallax)로 정리 된다.

기본적으로 제기된 위의 네 가지 입체 시 생리적

요인을 만족해야 시청자로 하여금 경험과의 불일치

로 인해 유발되는 멀미감 및 수렴-초점 조절작용의

혼돈으로 인해 생기는 어지럼증을 피하는 3D 입체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안경을 통하여 시청자 양안에 서로 다른 영상을

제공하는 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는 제시된 입체

시의 생리적 요인 중 양안시차와 폭주 작용에 대한

깊이 요인을 시청자에게 어느 정도 제공 할 수 있으

나 운동시차와 초점 조절 작용은 제공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점 방식의 경우 양안시차와 폭주작용, 운동

시차는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초점조절 작

용은 제공하지 못해 자연스러운 입체영상을 시청자

에게 제공하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다. 하지만 홀로

그래피 방식의 3D 입체영상은 양안시차, 폭주각,

운동시차, 초점조절 작용을 모두 시청자에게 제공

하여 자연스러운 3D 입체영상을 제공 할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14].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여러 기관에서 홀로그

래픽 디스플레이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표 2>,

<표 3> 참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홀로그래픽 디

스플레이의 연구 동향은 홀로그램에 기록된 정보

를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공간 광변조기(SLM ;

Spatial Light Modulation)의 개발, 홀로그래픽 디

<표 1> 3D 디스플레이 유형별 입체 시 생리적 요인의 만족도

방식

양안시차

x

x

x ▵

폭주각

운동시차

초점

Parallax

Stereoscopy
Ray Field

Reconstruction
Wave-Front

Reconstruction

안경식
3D Display

MultiView
3D Display

HDDI
3D Display

Holographic
3D Display

P
hysiological C

ues

Horizontal only Horizontal only Horizontal only Horizontal/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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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레이의 제한된 화면 크기와 시야각을 극복하기

위한 광학계 및 공간 광 변조기의 개발 및 활용연구

와 홀로그램 재생상에 나타나는 0차광(0-th order

diffraction), 이중상(Twin image), 스페클 노이즈

(Speckle Noise) 제거에 많은 연구가 집중 되어 있

다[15][16][17].

이러한 연구들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성능 평

가와 큰 범위에서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할 수

있지만, 홀로그램의 기록 및 재생에 그 중심이 맞추

어져 있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성능 평가에

대한 항목 정의나 평가방법과는 거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대상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오

는 빛을 봄으로써 보고자 하는 대상 물체의 3차원

형태를 인지하게 된다. 홀로그래피 방식은 파면 복

원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대상 물체의 형상을

재현한다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이의 실

현을 위하여 여러 대학, 연구소 등에서 활발한 연구

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현되는

3D 영상 및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성능을 평가

할 수 있는 항목을 정량화 하는 연구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홀로그래픽 영상의 평가 방

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또한 없는 실정이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성능 평가의 정의는 홀

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현되는 3D 영상 및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성능을 평가 할 수 있는

항목을 정량화 하고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홀로

그래픽 디스플레이 평가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체계적인 성능 평가를

통하여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요구 사항 및 디

스플레이 결과물에 대한 합리적 표준안을 마련함으

로써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의 연구개발을 가

속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다. 또한

국 가 기 관 내  용

MIT
다중채널 AOM 광변조기를 사용한 디지털 홀로그램 동영상 재생시스템 “HoloVideo” 개발, 홀로그램 인터랙션등

디지털 홀로그램 관련 기초 연구 수행

미국 Univ. Connecticut 디지털 홀로그램의 부호화를 위한 기술 개발

VPI&SU 홀로그램 간섭무늬를 전기신호로 변환 및 저장하여 홀로그램 데이터를 획득하는 광 주사 홀로그래피 기술을 개발

Univ. Berkeley 3D 영상 시청 시의 입체 인지 특성 연구

NHK HD급 공간 광 변조기를 이용해 고해상도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장치 개발 중

NICT
IP 카메라를 이용해 영상을 획득한 후 마이크로 렌즈를 이용한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 하여 재생하는 홀로그래피

방식 사용

일본 Tokyo Univ.
초다시점 영상과 홀로 그래픽 디스플레이에 관한 연구

Agri.& Tech.

Chiba Univ.
LED 광원을 이용하여 컬러 홀로그램 영상 복원이 가능하도록 FPGA 기반의 컬러 홀로그래피 디스플레이 장치를

개발

Bilkent Univ. “Rreal 3D” 프로젝트 주도. 디지털홀로그래피 신호처리 및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주도

유럽
SeeReal

사용자의 주 시영역에만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Sub-Hologram 기술 사용 영상정보의 처리량을 줄임. 20인치 급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장치 개발

QinetiQ
EASLM의 홀로그램 정보를 복제 광학계를 사용하여 OASLM으로 scanning하여 대화면 홀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제안

<표 2> 국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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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디스플레이 패널을 통한 3D 입체영상의 구현에

관련하여 기존에 연구된 3D피로도 원인과 연계하

여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성능과의 상관관계를 규

명함으로써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성능 평가 방

법을 산업 및 국제표준화로 정착 시킬 수 있다.

Ⅲ.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주요
평가항목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표현되는 입체

영상이 만족해야 하는 주요 평가 지표의 기준이 되

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지각 파라미터(Perception Parameter)와

관련된 사항으로 최종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품

질과 관련이 된다 할 수 있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지각 파라미터(Perception

Parameter)에는 기존의 이차원 평판디스플레이

(Flat Panel Display)를 사용한 3D 디스플레이가

만족하는 양안시차와 폭주각을 포함하여 홀로그래

픽 디스플레이 또는 자연스러운 삼차원 입체영상을

구현하는 여러 방법에서 검증 되어야 할 초점조절

능력과 운동시차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피로도 영

역의 평가라 할 수 있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지각 파라미터(Per-

ception Parameter)에는 최종 완성품을 고려한 편

의성과 목측(目測)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최종 시청

자의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영상의 만족도 까지

포함 한다.

이의 평가를 위해서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통한 3D 영상과 관련된 휴먼팩터를 추출해야 한다.

3D 관련 인간 시각 시스템과 뇌(f-MRI, 뇌파 등)반

응의 평가 항목 또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주

요 평가 지표가 된다.

둘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재생되는

3D 영상은 기존 2D 영상 성능지표의 주요 요인을

만족하는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이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성능과 관련되는 물리적 파라미터

(Physical Parameter) 라 할 수 있다.

즉 물리적 파라미터(Physical Parameter) 에는

기존 2D 영상의 기본 지표가 되는 해상도, 휘도, 색

재현성, 시야각 등의 성능이 주요 평가항목으로 선

정되어 연구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기존 2D 디스플레이 평가 항목 대비

기 관 내  용

서울대 공간 광변조기를 원통형 구조의 어레이로 배열하여 재생 홀로그램의 시야각 넓히는 연구 진행 중

ETRI 3차원 공간 정보 획득 및 재현을 위한 디지털 홀로그래픽 3영상 시스템 원천기술 개발 중

KIST 홀로그래픽 스크린 시스템 및 홀로그램 데이터 입출력 시스템 개발. 홀로그래픽 현미경 0차광 및 이중상 제거 연구 중
3D 시청시의 휴먼팩터 분석을 위한 뇌파 측정

고려대 Complex 공간 광변조기 개발을 통한 홀로그램 시스템 연구 중

세종대 홀로그래픽 토모그래피 개발 및 공간 광변조기 개발

충북대 객체 홀로그램 생성하는 연구 중
고전 홀로 그래픽 물질 검증 시스템

광운대 디지털 홀로그램의 압축, 고속 CGH 생성, 컬러 홀로 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진행 중

<표 3> 국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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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평가 항목의 객관적 성능

평가를 비교 할 수 있다.

또한 안경/무안경 방식의 기존 3D 성능 평가 측

정 항목인 시역(Viewing zone), 시거리(Viewing

distance), 해상도(Resolution), 깊이 표현력 등에

대한 평가 방식을 고려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최

종 디스플레이 되는 홀로그래픽 영상의 성능평가

항목의 지표화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특

수화 된 홀로 그래픽 디스플레이 성능 평가 항목에

대한 지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셋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통한 3D 영상은

홀로 그래픽 디스플레이 광학계 시스템 또는 광학

계 구조를 이루는 소자에 의해 그 성능의 변화가 발

생을 한다. 이를 디바이스 파라미터(Device

Parameter)라 할 수 있다. 

특히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위해 사용되는 공

간 광 변조기(Spatial Light Modulator)는 그 성능

에 기인하여, 재생되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영

상의 시야각, 깊이 표현 능력, 해상도 등의 변화를

가져온다. 최종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영상을 재

생하기 위해 사용되는 홀로그래픽 광학계의 구성으

로 인하여 수차(Optical Aberration), 색 분산

(Color dispersion) 등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이

러한 효과의 평가 또한 올바른 홀로그래픽 디스플

레이를 실현하기 위해 분석되어야 하는 주요 평가

지표 중 하나가 된다.

<표 4>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성능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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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홀로그래픽 영상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1. 위상변조기(Phase SLM)를 이용한

실험장치

홀로그래픽 영상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가간섭성

(Coherence)을 가진 광원과 광원에서 공급된 빛의

각 위치 별 위상을 제어하는 위상 광변조기(Phase

SLM)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광변조

기는 디스플레이 용도에 특화된 소자가 아니기 때

문에 가시광선대역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확인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간 광 변조기의 신호에 따라 위상 변

조량을 측정하는 장비를 구현하였다

아래 <그림 4>는 위상측정을 하는 시스템을 나타

낸 그림이다. 기본적인 간섭계는 마이켈슨 간섭계

(Michelson Interferometer)를 변형하여 사용하였

다. 위상측정 시스템의 구성은 광원으로 파장 532

nm의 레이저를 사용하였으며 위상판(λ-Plate) 및

2개의 편광판(Polarizer)를 사용하였다. 측정 위치

에 촬상소자(CCD; Charge Coupled Device)를 위

치시켜 실시간 간섭무늬를 관측할 수 있게 하였다.

편광판1과 편광판2 는 공간 광 변조기에 입사되는

빛의 편광 상태를 조절 및 확인 하는 기능을 가진

다. 편광판1과 편광판2 를 조절함으로써 편광 방향

<그림 4> 마이켈슨 간섭계(Michelson Interferometer)를 이용한 위상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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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성능 변화를 측정 할 수 있다. 공간 광 변조

기로 들어가는 입력영상(Input Image)는 2개의 이

미지 층으로 구성이 된다. 하나의 이미지 층은 회색

도(Gray Level)가 0에서 255 레벨까지 가변되는 이

미지 층이며 또 다른 하나의 이미지 층은 회색도

(Gray Level)를 고정 시켰다.

위와 같이 구성된 장비의 측정에 의하여 위상을

측정 결과 산포는 0.05% 이하임이 검증 되었다.

<그림 5> 측정 산포 정량화 및 가시광선(파장: 532nm)에 대한 위상 특성

<그림 6> 제작된 Phase SLM Test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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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식 대비 본 실험에서 구성한 위상 변조량

을 측정하는 장비를 통하여 합리적인 위상 보정을

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이 측정된 결과를 이용하여

파장 532nm(Green)에 맞도록 최종 위상 변조기를

이용한 실험 장치는 보정되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

이 재생 시스템에 적용되었다.

홀로그래픽 영상평가를 위하여 제작된 실험장치

는 레이저를 포함한 광원부와 공간 광변조기를 포

함한 디스플레이 광학부로 구분 될 수 있다.

광원부는 위상 공간 광변조기(Phase SLM)의 보

정(Calibration)시와 동일하게 532nm파장을 가진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이때 레이저의 빔의 폭을 공

간 광변조기 보다 크게 하기 위한 광학계가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확대된 평행 빔은 공간 빔 분할기를

통해 공간 광 변조기에 조사되었다. 공간 광 변조기

에서 변조된 빛은 공간 빔 분할기를 통해 최종 영상

렌즈 방향으로 출광된다. 영상렌즈는 초점이 서로

다른 오목렌즈와 볼록렌즈를 이용하여 영상의 크기

와 시야각을 조절 하였다.

<그림 6>에 보이는 영상은 구현된 재생 영상을 촬

영한 사진이다. 공간 광 변조기로부터 18cm 와 20cm

에 “SAIT”와 “Display”를 가 형성 되도록 하였다. 각

사진은 초점거리를 “SAIT”와 “Display”에 초점이 맞

도록 하여 획득한 영상으로 초점 정보를 제공하는 홀

로그래픽 재생 영상이 구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평가
지표

1. 영상평가지표

주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연구 논문을 정리해

보면 <표 4>에 있는 지표들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논문의 주요 지표들은 영상의 크기와 시야각

(Viewing Angle) 등 디스플레이의 사용성(Usa-

bility)에 관련된 지표로 실제로 측정한 값이 아닌

“Display Performance” 즉 공간 광 변조기(SLM)

의 크기나 화소(Pixel)의 크기로부터 유도 되어 나

온 수치들이다. 이와 같은 정보도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지표인

영상의 질(Image Quality)을 측정하는 정보를 주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영상평

가지표(Image Quality Index)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그 중 해상도는 영상을 얼마나 명확히

표현하는 지를 대변하는 지표로 얼마나 정확하게

모양을 재현 할 수 있는지를 표현한다. 

2. 모듈레이션 전이함수 (Modulation

Transfer Function)를 이용한 해상도

(Resolution) 와 대조비(Contrast)

모듈레이션 전이함수(MTF)는 카메라 및 프로젝

션 광학계의 성능 및 해상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오

래 전부터 사용해왔다. 라인과 공간의 패턴(Line &

Space Pattern)이 광학계를 통과하고 각 패턴의 간

격에 따른 밝기 변화의 발생량을 통해 광학계가 표

현할 수 있는 해상도(Resolution)와 대조비

(Contrast Ratio)를 동시에 측정 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식(1)와 같이 표현

된다. 하지만, 카메라 및 프로젝션(Projection) 광학

계의 경우, 2D영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비

교적 손쉽게 측정이 가능하지만, 홀로그래픽 디스

플레이의 경우 공간상에 영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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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새롭게 고안 하였다.

(1)

영상센서를 통해 획득된 패턴의 경우 해상도 정

보 이외에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홀로그래픽

패턴 생성 방법 및 광원 및 공간 광변조기의 종류

등에 따라 스펙클(Speckle) 이라는  레이저 특유의

노이즈 패턴을 포함한다. 또한, 광원 및 광학계의

성능에 따라 위치 별로 영상의 밝기가 다를 수 있

다. 이와 같은 노이즈 신호는 정확한 모듈레이션

(Modulation)의 측정을 방해한다. 이와 같은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공간 주파수 영역에서 필터

링(Filtering)하여 모듈레이션(Modulation)과 같은

주파수 신호만 추출 하였다. 이와 같이 측정된 데이

터를 이용해 신뢰구간을 확정하였다. 

<그림 7> MTF의 광학적 정의

<그림 8>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MTF를 측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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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모듈레이션 전이함수

를 구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다양한 선폭의 Line & Space Pattern을 준비

(인지 한계인 60 Cycle Per Degree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

(2)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서 특정 위치에 라

인과 공간의 패턴 (Line & Space Pattern)이

형성되도록 홀로그램 프린지(Hologram

Fringe)로 전환

(3)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재생하고,

영상센서(Image Sensor)를 통해 재생된 영상

을 기록

(4) 기록된 영상을 필터(Filter)를 통해 모듈레이

션(Modulation) 신호만 추출 

(5) 추출된 모듈레이션(Modulation) 신호를 측정

된 이미지 센서 모듈레이션 함수(Image

Sensor MTF)와 인간의 눈의 모듈레이션 함

수(MTF)를 이용해 보정

즉, 본 연구에서는 제작된 실험장치(Test Bed)를

이용해 Line & Space Pattern을 가진 영상을 재생

하고 이를 눈과 유사한 광학 성능을 가진 디지털 촬

영장비 및 촬상소자(CCD)로 촬영하여 화질을 평가

하였다. 이를 위하여 CGH(Computer Generated

Hologram)을 이용해 공간 광 변조기 앞쪽 특정 공

간에 Line & Space Pattern을 가지는 프린지

(Fringe)를 획득 하였다.

실험장치의(Test bed)의 공간 광 변조기를 이용

해 영상을 제생하고, 이를 눈의 화각과 유사한

F-Number 1.4~1.8의 렌즈를 이용하여 촬영하였

다. 또한 촬영된 Line & Space Pattern의 모듈레이

션(Modulation)을 평가하여 홀로그래픽 3D 디스플

레이가 가지는 영상 재생능력을 평가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신호는 측정 당시 사용되었던 영

상센서의 성능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이다. 즉 인간

눈의 성능이 영상센서의 성능과 같지 않으면 측정

된 것과 다르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영상센서의

모듈레이션 전이함수와 인간 눈의 모듈레이션 함수

를 가지고 있다면 실제 인간이 볼 수 있는 모듈레이

션 전이함수(망막에 광학적으로 형성되는 MTF)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실제 표현된 모듈레이션 함수와 실제 보이는 모

듈레이션 함수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영상센서와

인간 눈의 모듈레이션 함수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

해 보정할 필요가 있다.

영상센서의 광학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USAF

1951 패턴을 측정 하였다. 이를 이용해 측정된 결과

<그림 9> 사용된 영상센서(Image Sensor)의 MTF와 인간 눈의 M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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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그림 9>에 표현하였다. 파란색 실선은 측정

된 값을 기반으로 최소 자승법을 이용해 회귀식을

구하여 그린 것이다. 붉은색 점선은 20대의 평균

모듈레이션 함수이고, 푸른색의 실선은 은 70대 이

상의 평균 모듈레이션 함수를 나타낸다[18]. 

연구결과 다양한 Line & Space Pattern을 이용

하여 Test Bed가 구현 가능한 영상의 해상도를 확

인 결과 공간 광 변조기 전면 20cm에 재생된 영상

의 40 CPD※까지 평균 0.2의 모듈레이션 전이함수

(MTF) 표현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즉 본 연구를 통

해 모듈레이션 전이함수(Modulation Transfer

Function)를 이용하여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

의해 구현된 화질의 해상도를 정량화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CPD (Cycle Per Degree): 화각 1도내의 밝고

어두움의 반복 횟수로 영상의 각도 분해능을

나타냄. 사람 눈의 경우 약 60 CPD로 알려짐

3. 프린지(Fringe)의 Random Phase

Noise에 따른 화질 저하 정량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간 광 변조기의 노이즈(Noise)

가 화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였다. 모듈

레이션(Modulation)값을 추출하기 위한 패턴을 준

비하고 공간 광 변조기의 앞쪽 20cm위치에 형성하

도록 홀로그래픽 프린지(Holographic Fringe)를 제

작하였다. 

이때 프린지(Fringe)에 임의의 Random Phase

Noise를 더해 주었다. 이때 Random Phase의 진폭

을 0.2π, 0.5π, 1.0π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프린지(Fringe)를 제작된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재생하고 보정이 된 영상센서를 이용해

영상을 획득하였다. 이렇게, 획득된 데이터를 분석

하여 모듈레이션 전이함수(MTF) 값을 추출 하였

다. 

이렇게 측정된 값을 영상센서와 인간 눈의 모듈

<그림 10> Fringe의 Random Phase Noise에 따른 화질 저하 정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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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 전이함수(MTF)를 보정하여 그래프에 표현

하였다.  실험 결과를 보면 0.5 π의 위상 노이즈

(Noise)의 크기에 따라 화질 저하가 5%의 화질 저

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홀로그래픽 프린지 패

턴(Fringe Pattern)의 노이즈(Noise)를 통한 재생

영상의 화질을 분석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Ⅵ. 결 론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성능 평가의 정의는 홀

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현되는 3D 영상 및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성능을 평가 할 수 있는

항목을 정량화 하고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홀로

그래픽 디스플레이 평가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성

능 평가 항목을 정의 하고 홀로그래픽 성능 평가 방

법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체계적인 성능 평가를

통하여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요구 사항 및 디

스플레이 결과 물에 대한 합리적 표준 안을 마련함

으로써 향후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의 연구개

발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다.

또한 2D디스플레이 패널을 통한 3D 입체영상의 구

현에 관련하여 기존 연구 된 3D피로도 원인과 연계

하여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성능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향후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성능

평가 방법을 산업 및 국제표준화로 정착 시킬 수 있

으리라 판단한다.

계속적으로 본 연구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화

면의 Uniformity, 왜곡, 계조 및 Color관련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 하고 이를 다양한 형태의 홀로그

래픽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 위한 측정 방법을 개

발 및 추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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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심분야 : Holography display, 광학소자 연구

성 기 영

- 2002년 ~ 현재 :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디스플레이부품그룹 전문연구원 
- 2002년 : 영남대학교 물리학과 이학박사 (광학전공)
- 주관심분야 : 3차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광응용 시스템.

원 강 희

- 2011년 ~ 현재 :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디스플레이부품그룹 연구원 
- 2008년 ~ 현재 :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 PhD in Engineering
- 2007년 ~ 2008년 :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 MPhil in Industrial Systems, Manufacture and

Management
- 2002년 ~ 2007년 : 영국 University of Northumbria at Newcastle / BEng (Hons) in Manufacturing

Systems Engineering 및 Draeger UK Ltd. 근무
- 주관심분야 :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송 훈

- 1999년 ~ 현재 :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디스플레이부품그룹 전문연구원 
- 1998년 : 강원대학교 물리학과 응용 물리학 전공 이학석사
- MEMS Device, LCD및 반사형 Display, 3D Display 과제 연구 수행
- 주관심분야 : Holographic Display 및 SLM 연구 

Holographic Display등 3D Display 화질평가 방법 연구

필 자 소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