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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propose a binocular holographic three-dimensional (3D) imaging system using optical scanning holography. 

To realize a binocular 3D holographic imaging system, we could acquire the complex holograms of a real object after designing 

a holographic display system based on interpupillary distance and pupil size, and these holograms could be optically reconstructed 

following numerical signal processing with an amplitude spatial light modulator. The proposed binocular 3D holographic imaging 

system using optical scanning holography was verified experiment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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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광 스캐닝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양안식 3차원 홀로그래픽 영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양안식 3차원 홀로그래픽 

영상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람의 두 눈 사이의 거리와 동공의 크기를 고려하여 양안식 3차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

템을 설계한 뒤 실제 물체의 홀로그램 정보를 획득하였고 수치적인 신호 처리 후 세기 형태의 공간 광 변조기를 이용하여 광학적

인 방법으로 복원하였다. 이를 통하여 광 스캐닝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양안식 3차원 홀로그래픽 영상 시스템의 구현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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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양안식 3차원 디스플레이 기술은 사람의 두 눈의 좌안에 

해당하는 영상과 우안에 해당하는 영상을 서로 구분되도록 

디스플레이하여 사람이 3차원 깊이감을 인지하는 디스플레

이 기술이다 [1-4]. 여러 종류의 양안식 3차원 디스플레이 기

술 중 안경식 스테레오스코픽(stereoscopic) 디스플레이 기술

이 가장 먼저 상용화되었지만, 안경식 스테레오스코픽 디스

플레이 기술은 수렴-조절 불일치(accommodation-convergence 

mismatch)의 문제로 장시간 시청할 경우 관찰자가 어지러움

을 느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5, 7]. 하지만 홀로그램 기

술은 공간 상에 빛의 분포를 재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광원의 결맞음 특성을 이용한 기술

로 실제 물체의 깊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다 [8, 9]. 

이러한 특징 때문에 3차원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

법 중 하나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홀로그램을 이용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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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s of the binocular holographic 3D imaging 

system (dl : distance between SLM for Left Eye and object, dr 

: distance between SLM for Right Eye and object, de : distance 

between object and eyes, SLM : spatial light modulator).

차원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하는 몇가

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첫 번째 어려움은 광원의 결맞

음 특성에 의한 스펙클 잡음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10]. 

일반적으로 실제 물체의 홀로그램을 획득하기 위하여 레이

저와 같이 결맞음 특성이 강한 광원을 사용한다. 따라서 실

제 물체의 홀로그램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임의의 세기 

패턴인 스펙클 잡음도 함께 획득된다. 이렇게 획득된 실제 

물체의 홀로그램은 스펙클 잡음에 오염되어 복원된 영상이 

깨끗하지 않다. 홀로그램 정보 획득 과정에서 스펙클 잡음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획득된 홀로그램 정보의 스펙클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1-15]. 하

지만 이러한 접근 방법은 스펙클 잡음 제거와 함께 물체의 

홀로그램 정보도 훼손되는 한계가 있으며, 스펙클 잡음의 제

거 정도가 크지 않다. 최근 레이저를 사용한 광 스캐닝 홀로

그래피를 이용하여 실제 물체의 홀로그램 정보를 스펙클 잡

음 없이 획득한 연구 결과가 보고 되었다 [16, 18]. 광 스캐닝 

홀로그래피 기술은 결맞음 특성이 강한 레이저를 사용하지

만 비결맞음 영상 처리 방법과 공간 집광 처리 방법을 이용

하여 실제 물체의 홀로그램 정보를 스펙클 잡음 없이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홀로그램을 이용한 3차원 디스

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극복해야 하는 두 번째 어려움은 

3차원 디스플레이를 위한 홀로그램 정보의 양이 너무 많다

는 것이다. 홀로그램은 기존의 2차원 영상과 달리 물체의 세

기 정보와 위상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어 3차원 디스플레이

를 위해 요구되는 정보의 양이 많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효

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제안되었다 [19, 21]. 

새롭게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평판형 디스플레이와 달리 사

람이 가지고 있는 두 눈의 동공 크기에 해당하는 영역에만 

홀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여 요구되는 홀로그램 정보의 양과 

공간 광 변조기(SLM:Spatial light modulator)의 기술적 한계

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물체의 홀로그램 정보를 스펙클 잡음 

없이 획득할 수 있는 광 스캐닝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양안식 

3차원 홀로그래픽 영상 시스템을 새롭게 제안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II. 양안식 3차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본 절에서는 양안식 3차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기본

적인 구성과 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Figure 1은 양안식 3차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ure 1의 왼쪽에 있는 

두 개의 공간 광 변조기(SLM for Left eye, SLM for Right 

Eye)는 실제 물체의 홀로그램 정보를 업로드하여 공간 상에 

물체의 영상을 복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Fig. 1의 중앙에 

위치한 주사위는 공간 상에 복원된 홀로그램 영상을 나타낸

다. 두 개의 공간 광 변조기 중 위쪽에 위치한 공간 광 변조

기(SLM for Left eye)는 좌안에서 관찰되는 영상의 홀로그램 

정보를 업로드하여 공간 상에 복원하고 아래쪽에 위치한 공

간 광 변조기(SLM for Right eye)는 우안에서 관찰되는 영상

의 홀로그램 정보를 업로드하여 공간 상에 복원한다. Figure 

1의 양안식 3차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구성하

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두 개의 공간 광 변조기에서 공간 상에 복

원된 영상의 빛이 각각 두 눈의 조망영역(Viewing zone)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Fig. 1의 아래쪽 공

간 광 변조기에서 공간 상에 복원된 영상은 우안의 조망영역

(Viewing zone of Right eye)을 충족시켜야 하며 Fig. 1의 위

쪽 공간 광 변조기에서 공간 상에 복원된 영상은 좌안의 조

망영역(Viewing zone of Left eye)을 충족시켜야 한다. 두 개

의 공간 광 변조기에서 공간 상에 복원된 영상이 두 눈의 조

망영역(Viewing zone)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양안을 위치

시킬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편안한 3차원 영상 향유에 제

한이 있고 초점조절 자극 정도가 줄어든다. 

두 번째 조건은 두 개의 공간 광 변조기에서 공간 상에 복

원된 영상이 각각 같은 위치에서 복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Fig. 1의 dl과 dr이 동일해야 한다. dl은 좌안에 해당하는 

홀로그램 영상을 복원하는 공간 광 변조기에서 복원된 홀로

그램 영상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며 dr은 우안에 해당하는 홀

로그램 영상을 복원하는 공간 광 변조기에서 복원된 홀로그

램 영상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만약 dl과 dr이 다를 경우 

사람의 두 눈이 초점을 맺는 위치가 서로 달라 양안의 초점

조절 불일치에 의해 복원된 홀로그램 영상을 장시간 관찰할 

경우 관찰자의 어지러움을 유발 할 수 있다.

세 번째 조건은 두 개의 공간 광 변조기에서 공간 상에 복

원된 영상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해당 눈에서만 관찰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Fig. 1의 위쪽 공간 광 변조기에

서 공간 상에 복원된 영상은 Fig. 1의 좌안에서만 관찰되고 

Fig. 1의 아래쪽 공간 광 변조기에서 공간 상에 복원된 영상

은 Fig. 1의 우안에서만 관찰돼야 한다. 만약 두 개의 공간 

광 변조기에서 공간 상에 복원된 영상이 공간적으로 서로 분

리되지 않을 경우 좌안에서 우안의 영상이 관찰되거나 우안

에서 좌안의 영상이 관찰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두 

개의 공간 광 변조기에서 복원되는 홀로그램 영상이 공간적

으로 분리되도록 공간 상에 복원된 홀로그램 영상에서 두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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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s of the optical scanning holography (BS’s : 

beam splitter, AOM’s : acousto-optic modulator, M’s : mirror, BE’s 

: beam expander, L : lens, SM : scanning mirror, PD’s : photo 

detector, PC : personal computer).

까지의 거리인 de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두 개의 공간 광 변

조기의 각도를 적절하게 설정해야 한다. 

III. 광 스캐닝 홀로그래피

광 스캐닝 홀로그래피는 광 헤테로다인 검출 방법과 2차원 

스캐닝 방식을 이용하여 실제 물체의 홀로그램 정보를 전기 

신호 형태로 획득하는 기술이다 [22]. Figure 2는 광 스캐닝 

홀로그래피를 나타낸 그림으로 투과형 물체의 홀로그램 정

보를 획득하는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다. 

광 스캐닝 홀로그래피는 일반적인 마하젠더 간섭계 구조에 

음향 광 변조기(AOM1, 2)와 빔 확대기(BE1, 2), 렌즈(L1)를 

추가한 간섭계 부분과 스캐닝 거울을 이용하여 실제 물체를 

스캐닝하는 스캐닝 부분, 광 검출기를 이용하여 빛의 세기 

형태인 신호를 전기 신호 형태로 변환 후 신호 처리하여 컴

퓨터에 실제 물체의 홀로그램 정보를 저장하는 전기 신호 처

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섭계 부분에서는 두 개의 음

향 광 변조기(AOM1, 2)를 이용하여 시간적으로 변조된 시

간 종속 프레넬 존 플레이트(Time-dependent fresnel zone 

plate)형태를 가진 빛의 패턴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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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은 광 스캐닝 홀로그래피의 간섭계 부분에서 생성된 

시간 종속 프레넬 존 플레이트 형태의 빛을 나타낸 식이다

 [16]. 식 (1)의 Ω+ΔΩ는 첫 번째 음향 광 변조기(AOM1)의 

변조 주파수를 나타내고 Ω는 두 번째의 음향 광 변조기(AOM2)

의 변조 주파수를 나타낸다. λ는 레이저의 파장을 나타내고 

z는 렌즈 1의 초점 위치에서부터 물체(object)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스캐닝 부분에서는 간섭계 부분에서 생성된 시간 

종속 프레넬 존 플레이트 형태의 빛을 스캐닝 거울을 이용하

여 실제 물체를 스캔한다. 스캐닝 거울을 이용하여 실제 물

체를 스캐닝하는 과정은 식 (2)와 같이 공간적인 2차원 콘볼

루션(convolut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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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ZPh

++∝ ∫∫∫
(2)

식 (2)의 IFZP는 광 스캐닝 홀로그래피의 간섭계 부분에서 

생성한 프레넬 존 플레이트 형태의 빛을 나타내며 Io는 물체

에서 반사 혹은 투과된 빛의 패턴을 나타낸다. 스캐닝을 통

해 물체를 투과한 빛은 렌즈(L2)에 의하여 집광된 후 광 검

출기(PD1)에 의하여 전기 신호 형태의 신호로 변환된다. 전

기 신호 처리 부분의 lock-in amp는 변환된 전기 신호 형태

의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 신호 처리 후 두 개의 출력 신호를 

내보낸다. 이 두 신호는 각각 in-phase 신호와 quadrature phase 

신호로 컴퓨터 저장된다. 컴퓨터에 저장된 두 신호를 수치적

인 방법으로 합성하여 최종적으로 실제 물체의 복소 홀로그

램 정보를 얻는다. 컴퓨터에 저장된 두 신호를 수치적인 방

법으로 합성하는 과정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6].

∫
⎭
⎬
⎫

⎩
⎨
⎧ +⊗=

+=∠= −−

dz)yx(
z

jexp
z

j
)z,y,x(I

)z,y,x(ji)z,y,x(i)Hjexp(H)y,x(H

o

phaseQphaseInooo

22

λ
π

λ

(3)

식 (3)의 iIn-phase(x, y, z)와 iQ-phase(x, y, z)는 각각 lock-in amp

의 출력 신호인 in-phase 신호와 quadrature phase 신호를 나

타내며 λ 는 광원의 파장, z는 물체의 깊이 위치를 나타낸다.

IV. 광 스캐닝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양안식 3차원 

홀로그래픽 영상 시스템 설계 및 실험 결과

광 스캐닝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양안식 3차원 홀로그래픽 

영상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2절에서 설명하였던 

양안식 3차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세 가지 요

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스템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이후 설

정된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광 스캐닝 홀로그래피를 이용하

여 실제 물체의 홀로그램 정보를 획득한다. 광 스캐닝 홀로

그래피를 이용한 양안식 3차원 홀로그래픽 영상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Fig. 3과 같이 양안식 3차원 디스플레이 시

스템의 조건을 설정하였다.

공간 광 변조기에서 물체가 복원되는 거리인 dl과 dr은 약 

160 cm로 설정하였고 물체가 복원되는 위치에서 관찰자 눈

까지의 거리는 약 30 cm로 설정하였다. 두 눈의 조망영역에 

해당하는 동공의 크기는 약 8 mm이며 두 눈 사이의 거리는 

약 6.5 cm이다 [23, 24]. 위의 양안식 3차원 디스플레이 시스

템의 조건을 통해 양쪽 눈에 보이는 영상의 각도를 계산해보

면 물체의 정면 위치를 0°라고 하였을 때 좌안과 우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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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periment condition of the binocular holographic 3D 

imaging system using optical scanning holography (dl : distance 

between SLM for Left Eye and object, dr : distance between 

SLM for Right Eye and object, de : distance between object and 

eyes).

(a) (b)

FIG. 4. Method of the record hologram with two view using 

optical scanning holography.

FIG. 5. Viewing zone of hologram (θ  : angle of the diffraction 

light, ho : half of the object height, hh : half of the viewing zone 

of hologram, de : distance between object and eye).

(a) (b)

FIG. 6. Complex hologram recorded at 6° view point ((a) : real 

part of the complex hologram, (b) : imaginary part of the complex 

hologram).

관찰되는 영상은 각각 -6°와 +6°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복원

되는 물체의 크기를 3 mm × 3 mm로 설정하여 두 눈의 조

망영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실험 조건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기가 3 mm × 3 mm인 ‘S’ 슬라이드 필름을 제

작하여 실제 물체로 사용하였으며 파장이 532 nm인 Nd-Yag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두 개의 음향 광 변조기(AOM1, 2)의 

변조 주파수는 각각 40 MHz와 40.01 MHz로 설정해 주었다. 

구면파를 만드는 렌즈(L1)는 초점 거리가 500 mm인 렌즈를 

사용하였으며 빔 확대기(BE1, 2)에서 확대된 빛의 크기는 약 

25.4 mm로 측정되었다. 양안식 3차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

이 시스템의 설정 조건에 맞춰 광 스캐닝 홀로그래피를 이용

하여 실제 물체의 홀로그램 정보를 -6°의 시점과 +6°의 시점

에서 촬영하였다. 실제 물체인 ‘S’ 슬라이드 필름은 양안식 3

차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에서 홀로그램을 복원하

였을 때 Fig. 3에서 설정한 위치에서 복원될 수 있도록 위치

시켰다. 광 스캐닝 홀로그래피를 이용하여 두 시점(-6°의 시

점과 +6°의 시점)에서 실제 물체의 홀로그램 정보를 획득하

기 위해서는 Fig. 4의 (a)와 같이 광 스캐닝 홀로그래피 시스

템의 위치를 변경해야 하지만 실험의 편의상 Fig. 4의 (b)와 

같이 물체를 회전하는 실험 셋업을 구성하여 수평 방향으로

의 두 시점에서 실제 물체의 홀로그램 정보를 획득하였다. 

사람의 두 눈이 양쪽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수직 방향에 

대한 시점 변화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Figure 5는 관찰자의 눈이 위치한 지점에서 복원된 홀로그

램의 조망영역을 나타낸다. Figure 5의 왼쪽에 위치한 ‘S’는 

실제 공간상에 복원된 물체를 나타내고 θ는 복원된 홀로그

램으로부터 회절되어 도파되는 회절각을 나타낸다. ho와 hh

는 각각 물체 크기의 절반과 복원된 홀로그램 조망영역 값의 

절반을 나타낸다. 따라서, 조망영역의 크기는 식 (4)와 같이 

주어진다.

viewing zone of hologram = 2hh = 2(de tan(θ ) + ho) (4)

복원된 홀로그램의 빛이 회절되는 각도 θ는 광 스캐닝 홀

로그래피 시스템에서 구면파를 만드는 렌즈의 초점거리( f )

와 렌즈에 입사되는 빛의 크기(D)에 따라서 결정된다. 위의 

실험 설정 값에 의하여 복원된 홀로그램의 회절 각도(θ )는 

1.455°(θ =tan
-1

(12.7/500) = 1.455°)이며 복원된 홀로그램의 

조망영역 값은 식 (4)에 따라 18.24 mm이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구성한 실험 셋업을 이용하여 획득한 실제 물체의 

홀로그램을 복원하면 단안의 조망영역을 충족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Figure 6과 Fig. 7은 각각 +6°의 시점에서 촬영한 실제 물

체의 복소 홀로그램 정보와 -6°의 시점에서 촬영한 실제 물

체의 복소 홀로그램 정보를 나타낸 실험 결과이다. Fig. 6의 

(a)와 Fig. 7의 (a)는 복소 홀로그램 정보 중 실수 부분을 나

타내며 Fig. 6의 (b)와 Fig. 7의 (b)는 복소 홀로그램 정보 중 

허수 부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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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Complex hologram recorded at -6° view point ((a) : real 

part of the complex hologram, (b) : imaginary part of the complex 

hologram).

FIG. 8. Hologram optical reconstruction system (M : mirror, BE 

: beam expander, BS : beam splitter, SLM : spatial light modulator).

(a) (b)

FIG. 9. Optically reconstructed hologram ((a) : optically recon-

structed hologram of the recorded at -6° view point (b) : optically 

reconstructed hologram of the recorded at 6° view point).

Figure 8은 Fig. 6과 Fig. 7의 실제 물체의 홀로그램 정보를 

광학적인 방법으로 복원하기 위한 홀로그램 광학 복원 시스

템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ure 8의 홀로그램 광학 복원 시스

템은 공간 광 변조기를 한 개만 사용하여 구성한 것으로 실

제 양안식 3차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에 앞서 

Fig. 6과 Fig. 7의 복소 홀로그램 정보를 광학적으로 복원하

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공간 광 변조기는 

LCoS 타입의 공간 광 변조기로 크기가 15.5 mm × 15.5 mm

이고 픽셀 간격이 7 µm, 픽셀 수가 1920×1080인 세기 형태의 

공간 광 변조기를 사용하였다. Figure 6과 Fig. 7의 복소 홀로

그램 정보를 배경 잡음과 쌍 영상 잡음 없이 세기 형태의 정보

만 표현할 수 있는 공간 광 변조기를 사용하여 광학적인 방법

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실수 형태의 탈축 홀로그램 정보로 변

환하였다. 복소 홀로그램 정보를 실수 형태의 탈축 홀로그램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은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5].

( )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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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λ
θπ2

(5)

식 (5)의 Ho(x, y)는 복소 홀로그램 정보를 나타내고 l는 광

원의 파장, dc는 직류성분, θ는 탈축 각도를 나타낸다. 식 

(5)의 탈축 각도에 의하여 복원되는 홀로그램과 배경 잡음, 

쌍 영상 잡음이 공간적으로 분리된다. 본 연구에서는 탈축 

각도를 0.87°로 설정하였고 λ 는 홀로그램 획득 시 사용하였

던 레이저와 동일한 532 nm로 설정하였다.

 Figure 9는 Fig. 6과 Fig. 7의 복소 홀로그램 정보를 식 (5)

와 같이 수치적으로 신호 처리하여 실수 형태의 탈 축 홀로

그램 정보로 변환 후 Fig. 8의 홀로그램 광학 복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광학적으로 복원한 결과이다. Figure 9의 (a)는 -6°

의 시점에서 획득한 홀로그램 정보(Fig. 6)를 복원한 결과이

고 Fig. 9의 (b)는 +6°의 시점에서 획득한 홀로그램 정보(Fig. 

7)를 복원한 결과이다. Figure 9를 보면 -6°의 시점에서 획득

한 홀로그램 정보와 +6°의 시점에서 획득한 홀로그램 정보

가 배경 잡음과 쌍 영상 잡음 없이 깨끗하게 복원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양안식 3차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기

본 구성과 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양안식 3차원 홀

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두 개의 공간 광 변조기를 이용하여 

양안에 해당하는 홀로그램 영상을 각각 공간 상에 복원하는 

구조로 사람의 두 눈 사이의 거리와 동공의 크기, 복원된 홀

로그램 영상의 회절 각도, 복원된 홀로그램 영상에서 관찰자

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특히 

공간 상에 복원된 홀로그램 영상의 회절된 빛은 동공의 크기

에 해당하는 조망영역을 충족시켜야 하며 두 개의 공간 광 

변조기에서 각각 공간 상에 복원된 홀로그램 영상은 공간적

으로 분리되어 해당 눈(좌안과 우안)에서만 관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양안식 3차원 홀로그래픽 

영상 시스템 설계하였고 설계된 조건에 맞춰 광 스캐닝 홀로

그래피를 이용하여 실제 물체의 홀로그램 정보를 획득하였

다. 획득한 실제 물체의 홀로그램 정보를 수치적인 신호 처

리 후 세기 형태의 공간 광 변조기를 이용하여 광학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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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공간 상에 복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초로 광 스

캐닝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양안식 3차원 홀로그래픽 디스플

레이 시스템을 새롭게 제안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구현 가능

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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