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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디지털 홀로그래픽 프린터는 크게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

프린터와 홀로그래픽 파면 프린터로 구분될 수 있다. 홀로그

래픽 스테레오그램 프린터는 3차원 객체에 대한 다수의 원

근 투영 영상을 획득하여 홀로그램 기록 매질에 기록함으로

써, 홀로그래픽 기록 기술에 의해 다시점 영상을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이며, 홀로그래픽 파면 프린터는 3차원 객체에 대

한 홀로그래픽 간섭 패턴을 생성한 후, 간섭 패턴에 의해 회

절된 파면을 홀로그램 기록 매질에 기록하는 방법으로써, 아

날로그 필름 홀로그램과 같이 3차원 객체에 대한 파면을 디

스플레이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두가지 홀로그램 기

록 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Ⅰ. 서론 

1948년에 Denis Gabor[1]는 전자 현미경의 해상

도를 개선하기 위해 홀로그래픽 기술을 발명했으

며, coherent 특성을 갖는 레이저 광원의 기술 발전

에 따라 홀로그래픽 기술은 3차원 디스플레이[2]를

비롯한 광 계측[3], 의료[4] 및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들 중 백색광원에

완벽한 3차원 영상을 재현할 수 있는 홀로그램을

프린팅 할 수 있는 홀로그래픽 프린팅 기술은 짧

은 기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 홀로그래픽

프린팅 기술은 대표적으로 홀로그래픽 스테레오

그램 프린팅 기술과 홀로그래픽 파면 프린팅 기술

로 구분될 수 있다.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 프

린팅 기술은 3차원 객체에 대한 다수의 원근 투영

영상을 획득 한 후 기록의 최소단위인 호겔(hogel:

holographic element) 영상으로 변환하여 홀로그

램 기록 매질에 기록한다. 이때 각 hoge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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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ular intensity distribution의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관찰자는 임의의 위치에서 각각의 hogel에

의해 조합된 3차원 입체 영상을 관찰하게 된다.

<그림 1>에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 (HS : Holo-

graphic Stereogram)에 대한 기술적 발전사를 나

타내었다. 1974년 Yatagai[5, 6] 연구팀은 수치적

연산에 의해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 콘텐츠 생성

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제안했다. 이 방법

은 Fourier 변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3차원 객

체에 대한 원근 투영 영상뿐만 아니라 각 hogel 영

상을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1990년에는

공간광변조기 (SLM : Spatial Light Modulator)와

pulsed 레이저에 의해 홀로그램 기록 매질에 기록

하는 향상된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 기록 방법

이 소개되었다[7, 8]. 2000년도 이후에는 Geola

그룹과 Zebra Imaging 그룹에 의해 향상된 홀로

그램 기록 매질과 pulsed RGB 레이저를 이용하여

고속의 컬러 홀로그램을 기록할 수 있는 고품질의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 프린팅 기술이 소개되었

다. 

2004년에 Hiroshi Yoshikawa 연구팀은 홀로그

래픽 간섭 패턴을 광굴절 매질에 직접 기록하는 프

린지 프린터를 제안했다. 홀로그래픽 간섭 패턴은

3차원 객체로부터 추출된 3차원 정보를 이용하여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홀로그램을 기록 매질에 기

록할 때 참조광을 사용하지 않는 thin hologram

이기 때문에 컬러 홀로그램 구현이 어렵다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

으로써, 강훈종 연구팀과 Hiroshi Yoshikawa 연

구팀은 각각 서로 다른 홀로그래픽 파면 프린터를

제안했다. 홀로그래픽 파면 프린터는 아날로그 홀

로그램과 같이 3차원 객체로부터 전파된 파면을

홀로그램 기록 매질에 기록하는 기술이다. 가상

의 3차원 객체에 대한 파면은 3차원 객체에 대한

홀로그래픽 간섭 패턴을 생성한 후 이를 공간광

변조기에 의해 빛을 회절 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

다. 회절된 파면은 참조광에 의해 볼륨 홀로그램

(volume hologram) 형태로 홀로그램 기록 매질

에 기록된다.   

<그림 1>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의 기술적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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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 프린터

1. 원근 투영 이미지의 획득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3

차원 객체로부터 다시점 원근 투영 이미지를 획득

해야 한다. 다시점 원근 투영 이미지을 획득하는

방식은 획득 장치인 카메라의 광축 방향에 따라

simple camera 방식[9]과 recentering camera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Recentering camera 방

식은 simple camera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네

팅(Vignetting)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장점이 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recentering camera

방식의 다시점 원근 투영 이미지 획득 방식을 사

용하였다. 다시점 원근 투영 이미지의 획득을 위

해 3차원 객체를 중심으로 홀로그램 평면을 설정

하고, 거리 D만큼 떨어진 곳에 카메라가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카메라 트랙을 설정하였

다. 카메라 트랙을 이동하는 카메라는 평행 카메

라 구조[10]를 가지며, 카메라의 광축은 항상 홀

로그램 평면에 위치한 3차원 객체의 중심을 향한

다. 이러한 recentering camera 구조를 <그림 2>

에 나타내었다. 거리 D의 카메라 위치 C1, C2,

C3, C4에서 획득된 이미지를 <그림 3>에 나타냈

으며, 이로부터 일정한 시차를 갖는 원근투영 이

미지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 Recentering camera 방식의 원근 투영 이미지 획득

<그림 3>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원근 투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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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근 투영 이미지 재배열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홀

로그래픽 광 굴절 매질 위에 호겔 크기에 따라 일

정 간격으로 기록한다. 본 논문에서는 호겔에 기

록되는 홀로그래픽 요소 이미지를 호겔 이미지라

고 한다. 재배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근 투영 이미

지를 hogel에 기록했을 때의 관찰 구조는 <그림 4>

와 같으며, 카메라 트랙과 일치하는 관찰자 위치

는 홀로그램 평면과 일치하게 되어, 관찰자에게

홀로그램을 관찰하기 위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

지 못한다. 따라서 <그림 5>와 같이 재배열과정을

거쳐  홀로그램 평면으로부터 분리시켜 관찰자에

게 홀로그램을 관찰하기 위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

한다. Pkl은 카메라 위치 (k, l)에서 획득된 K×L개

수의 원근 투영 영상이며, 이는 수직 및 수평축에

서의 샘플링된 카메라의 개수와 같고, 획득된 Pkl

이미지의 해상도는  I×J이다. 호겔 이미지 Hij는

카메라의 개수와 같은 K×L의 픽셀 개수로 이루어

져있다. Hij를 이루는 각각의 픽셀은 모든 원근 투

영이미지 Pkl의 (i, j) 좌표의 픽셀들로 구성되어 있

다. 따라서 Hij(k, l)=Pkl(i, j)이다. 이를 수식 (1)에

나타내었다.

(1)

3.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 기록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의 기록 광학계 및 본

실험에서 사용된 주요 광학 컴포넌트에 대한 사양

을 <그림 6>과 <표 1>에 각각 나타내었다. 532nm

의 파장을 갖는 레이저 빔은 편광 광 분배기(PBS:

Polarizing Beam Splitter)에 의해 물체광과 참조

광으로 나눠진다. 이때 반파장판(half-wave plate)

에 의해 참조광과 물체광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다.

PBS1에 의해 만들어진 물체광은 두 개의 렌즈 L1과

L2에 의해 빔폭이 확대되며, 확대된 물체광은 PBS2

에 의해 반사된 후 진폭형 공간광변조기(amplitude

SLM)에 입사된다. 입사된 물체광은 SLM에 디스플

레이 된 이미지에 의해 변조되어 PBS2를 투과한 후

렌즈 L3에 의해 수렴되어 홀로그램 기록 매질에 입

<그림 4> 원근 투영 이미지를 기록했을 때의 관찰자의 위치 <그림 5> 재배열된 원근 투영이미지를 기록했을 때의 관찰자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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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다. PBS1을 투과한 참조빔은 렌즈 L4와 L5에

의해 적합한 크기로 확대되어 45도 각도로 홀로그

램 기록 매질에 입사된다. 홀로그램 기록 매질에 입

사된 물체광과 참조광은 홀로그램 기록 매질에서

간섭 패턴을 형성하며, 홀로그램 기록 매질에 기록

된다. 이러한 단계에 의해 하나의 호겔이 홀로그램

기록 매질에 기록되며, 홀로그램 기록 매질을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이동을 하며 호겔을 기록함으로

써, 전체 홀로그램을 기록하게 된다. 본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 기록 과정에 의해 기록되어 광학적으

<그림 6>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 기록 광학계

SLM amplitude type 

Number of pixels 1920×1080 pixels

Pixel interval 7㎛

Laser
power 100㎽

wavelength 532㎚

Holographic emulsion 
emulsion ULTIMATE-08

grain size 8㎚

<표 1> Specifications of the holographic pr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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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복원된 영상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Ⅲ. 홀로그래픽 파면 프린터

기존의 아날로그 홀로그램의 경우, 객체로부터

난반사된 물체파와 추가적인 참조파가 홀로그래픽

기록매질에 입사되며, 입사된 두 파는 간섭 패턴을

형성하고, 이러한 간섭 패턴은 볼륨 홀로그램으로

써 홀로그램 기록 매질에 공간적으로 기록된다. 이

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써 가상의 객체로부터 난

반사된 물체파를 생성하여 홀로그램 기록 매질에

기록하는 홀로그래픽 파면 프린터를 본 논문에서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먼저 가상 객체에 대한 디

지털 홀로그램을 수학적 모델에 의해 생성한다. 생

성된 디지털 홀로그램은 공간광변조기에 디스플레

이 되며, 공간광변조기에 의해 회절된 파는 객체로

부터 난사된 물체파와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 회절

된 물체파는 기존의 아날로그 홀로그램과 동일한

방법으로 참조광과 홀로그램 기록 매질 위치에서

<그림 7> 관찰자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연관된 원근 투영 영상이 관찰되는 광학적으로 복원된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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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을 일으킴으로써 홀로그램 기록 매질에 가상객

체에 대한 물체광과 참조광에 의한 간섭패턴을 기

록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홀로그램은

아날로그 홀로그램과 같이 백색광으로 디스플레이

가 가능하며, 객체에 대한 왜곡없이 완벽한 3차원

공간 재현이 가능하다. 제안한 홀로그래픽 파면 프

린터에 대한 기록 광학계를 <그림 8>에 나타내었

다. 공간광변조기에 디스플레이된 홀로그래픽 간섭

패턴에 의해 입사파는 회절되며, 회절된 성분들 중

에서 +1차 회절 성분만을 대역 통과 여파기(BPF:

Band-Pass Filter)에 의해 투과시킴으로써 가상

객체에 대한 관심있는 회절성분만을 홀로그램 기록

매질에 기록한다. 홀로그램 기록 매질의 전체 영역

에 대해 기록을 한 후, 전체 면에 기록할 때와 동일

한 특성을 갖는 참조광을 입사시키면 광학적 복원

영상이 설정했던 위치에 디스플레이 되며, 적합한

위치에 두 번째 홀로그램 기록 매질을 위치시킴으

로써 2차 홀로그램을 기록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최종 홀로그램에 대한 광학적 복원

영상을 <그림 9>(b)에 나타내었다. 광학적으로 복

원된 영상은 기존 아날로그 홀로그램과 동일하게

설정된 위치에 왜곡 없이 객체가 디스플레이 되며,

<그림 8> 홀로그래픽 파면 프린터 기록 광학계

<그림 9> (a) 2차 홀로그램 기록 구조도; (b) 최종 홀로그램의 광학적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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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관찰되어지지 않는다. 제안된 방법에 의해 아

날로그 홀로그램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 디지털 홀

로그램을 만들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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