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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안시차(stereo disparity)방식에 기반 

한 3차원(three-dimensional: 3D) 디스플레이 기술은 Real 3D

를 보여주기에는 여러가지 기술적 한계가 있고, 결과적으로 

실제 사용할 경우 눈의 피로 및 어지러움을 동반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Real 3D 영상의 구현을 위해서는 인간의 

시각과 거의 흡사한 구조와 원리를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Real 3D 영상 센싱, 이미징, 디스플레이 알고리즘 및 시스템

의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기존의 양안시차 기반 스테레오 3D 디스플레이 방식의 대

표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 요약된다.

• 모형정원 효과/인형극 효과(Puppet theater effect)

- 입체영상의 촬영 조건의 부정합으로부터 생기는 현상으

로 입체로 보이는 것들이 실제처럼 느껴지지 않고 모형

정원에 물건을 둔 것처럼 전체가 작게 느껴지는 현상.

- 카메라 촬영시의 배율과 디스플레이 시의 배율차이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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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간의 불일치 등에 의해 발생.

• 카드보드 효과(Cardboard effect)

- 멀리 있는 물체와 가까이 있는 물체들이 연관성이 연결

이 되지 않고 마치 카드에 그림을 그려서 늘어놓은 것처

럼 보이는 현상.

- 모형정원 효과처럼 촬영 시와 디스플레이 시의 조건의 

불일치로 발생함. 그리고 깊이의 콘트라스트나 공간주파

수 성분의 비선형성이나 운동 시차가 없는 등 양안시차 

검출에 관련되는 왜곡으로부터 발생.

• 액자효과

-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특유의 현상으로 화면 주변에 존재

하는 영상 범위가 화면의 입체감을 제한시켜 버리는 현상.

- 입체감이 있는 영상을 표시해도 화면 범위 근방의 입체 

표시물은 화면 범위의 위치로 눈의 핀트가 끌어들여져버

려 입체감을 잃게 됨.

• 수직 깊이 경사 현상

- 입체영상이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현될 때 화면 위쪽 영

상은 화면 안쪽으로 화면 아래쪽 영상은 화면 앞으로 나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 이는 일상생활에서 먼 물건은 위쪽에 가까운 물건은 아

래쪽으로 보이는 경험적 요인으로부터 생긴다고 생각되

어 양안시차가 제대로 재현되지 않아 발생.

• 수직 방향의 일그러짐

- 기존 입체시에서는 수직시차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

각됨. 그 때문에 수직시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있지만 

이 경우, 수직 방향으로 머리를 이동하였을 때에는 대상

이 붙어 오는 것 같이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

해 영상의 일그러짐 현상이 발생.

• 운동 시차

- 화면에 표시된 입체영상을 볼 때 관찰자가 수평 방향으

로 이동할 때 대상이 붙어 오는 것 같이 보이는 현상으

로 운동 시차에 수반하는 입체감을 잃게 되는데 이는 2

안식 등 시차수가 적어 발생함.

• 시각 부담

- 입체 디스플레이를 보았을 때 피험자가 지치거나 어질어

질 하는 등의 시각 피로나 고통을 느끼는 입체시 전반에 

관련되는 과제이며 입체감의 위화감으로부터 생기는 현상.

- 입체로 보이는 것의 초점 위치와 표시장치의 초점 위치

의 차이 즉, ｢폭주｣와 ｢조절｣의 불일치로부터 발생함.

이러한 기존 스테레오 3D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점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선의 진행 방향을 샘플링하

는 새로운 3D 디스플레이 방식이 제안되었다. 이 방식은 물

체로부터의 광선의 진행 방향을 각도로 샘플링 해 지향성의 

높은 평행 광선으로 표시되는 지향성 영상을 표시하게 된다. 

즉, 광선의 진행 방향을 제어하는 것으로 물체로부터 발산되

는 광선을 재현해 ｢공간상방식｣이라 불리고 대표적으로 집

적영상(Integral-imaging) 방식과 홀로그래피(Holography) 방

식이 이에 해당한다. 

집적영상 기술은 1908년 Lippmann에 의하여 인테그럴 포

토그래피(Integral photography: IP)란 이름으로 제안되었다.[1] 

이 해는 Lippmann에게 특별한 해였는데, 그 전에 이룩한 간

섭을 이용한 칼라사진 기술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해였다. 

그에 의해 처음 제안된 시스템은 이미지 저장 및 재생 매체

로 필름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에서는 동영상을 저장

하거나 표시할 수 없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동영

상 디스플레이 기술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이러한 초기의 집

적영상 기술은 물체를 바라보는 방향이 픽업 부와 디스플레

이 부에서 서로 반대이므로 재생되는 입체영상의 깊이가 역

전되는 깊이역전(pseudoscopic) 문제도 가지고 있었다. 

1931년, Ives는 렌즈 어레이 2개를 연결하는 2단 구조의 IP

를 제안하여 깊이 역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나, 

이 방식은 영상이 두 개의 렌즈 어레이를 지나면서 렌즈의 

수차에 의한 왜곡이 심해져 생성되는 입체 영상의 해상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2] 이렇게 IP는 기초 

영상의 저장 및 재생 매체로서 필름을 사용하여 동영상의 저

장 및 재생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1980년대 CCD와 같은 고해상도 촬

영 소자와 LCD 등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장치가 급속히 

발달하면서, 픽업과 디스플레이에 이러한 장치들을 이용하여 

동영상 표현이 가능해진 집적영상 기술로 진보되어 널리 연

구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집적영상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 그룹은 

NHK(일본), De Montfort 대학(영국), 광운대, 서울대, University 

of Connecticut 대학(미국), 부경대, 동서대 등이 있다.[3-49]

또한, 홀로그래피의 역사는, 1948년에 헝가리 태생의 영국

의 물리학자 D. Gabor가 전자 현미경의 화질을 향상시키는 

“A new microscopic principle”를 Nature 지에 발표하는 것으

로 시작되었다.[50, 51] 다음 해 Gabor는 보다 상세한 논문을 

발표하고, 그 중에 처음 “Hologram” 이라고 하는 용어를 도

입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기록, 재생에 적절한 광원이 없었

기 때문에 1950년대에 걸쳐 연구는 정체되었다.

1960년에 레이저가 발명되자, 1962년에 개발된 He-Ne 레

이저를 이용해 미국의 E. N. Leith와 J. Upatnieks가 홀로그

래피를 시도하여, D. Gabor의 구성법을 개량한 2 광속법을 

개발하여 1964년의 미국 광학회에서 처음 3차원 재생 상을 

발표하였다. 그 후, 소련의 Y. N. Denisyuk가 1962년에 제안

한 백색광 재생 반사형 홀로그램이 1965년에 실현되고, 1968

년에는 미국 S. A. Benton이 백색광 재생 투과형(레인보우) 

홀로그램을 개발하여 디스플레이에 응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1965년에 홀로그래피 영화에의 적용실험, H. Ryuichi 등에 

의한 360도 홀로그램, 홀로그래피 간섭계측, 1966년에는 홀

로그래피 TV를 목표로 한 전송실험이나 펄스 레이저에 의한 

인물촬영, 1967년에는 A. Lohmann 등에 의해 컴퓨터생성 홀

로그래피(Computer-generated holography)가 시도되었다.[50]

한편, 1989년에 MIT Media Lab의 S. A. Benton은 전자적

으로 홀로그램을 생성/재생하는 전자 홀로그래피(Electronic 

holography)를 발표하고, 디지털 장치에 의한 인터랙티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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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ckup (b) Display

FIG. 1. Conceptual diagram of integral imaging technique.

(a) Depth-priority integral 

imaging: DPII

(b) Resolution-priority integral 

imaging: RPII

FIG. 2. Classifications of integral imaging technique.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개발하여 현재 디지털 홀로그래피 

연구의 문을 열었다.

현재, 홀로그래피 기술은 한국의 광운대, 서울대, 고려대, 

경북대, 충북대, 인하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

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과 미국의 MIT, Virginia Tech, 

Arizona 대학, 독일의 SeeReal Technologies, 영국의 QinetiQ, 

일본의 NICT, 동경농공대 등에서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50-73]

II. 집적영상(Integral-imaging) 3차원 기술

2.1. 기본 원리 

집적영상 3차원 이미징 및 디스플레이(3-D imaging and 

display) 기술[1-10]은 그림 1과 같이 픽업과 디스플레이 두 가

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그림 1(a)의 픽업과정에서는 

3D 물체의 입체정보를 CCD 카메라와 같은 영상획득 장치를 

이용하여 렌즈 어레이(lens array)를 통해 요소영상(elemental 

images) 형태로 픽업, 기록하게 된다. 여기서, 픽업된 요소영

상에는 각각의 작은 기초렌즈(elemental lens)를 통하여 서로 

다른 시차에서 렌즈어레이의 개수와 같은 수의 물체영상이 

기록된 것이다. 

디스플레이 과정에서는 얻어진 요소영상을 이용하여 광학

적인 3D 영상을 복원할 수 있다. 그림 1(b)는 광학적으로 3D 

영상을 복원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즉, 픽업된 요소영

상을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하고 역으로 렌즈어레이를 통

과하여 3D 영상을 원래 3D 물체와 동일한 위치에서 재생하

게 된다.

집적 영상의 원리를 3D 공간에 위치한 점광원을 이용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즉 픽업과정에서 3D 물체를 이

루는 한 점광원을 고려하자. 이 점광원과 각각의 기초렌즈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이 CCD 카메라에서 만나는 위치가 각

각의 기초렌즈를 통해서 저장되는 점광원의 요소 영상이 된

다. 이처럼 각각의 요소 영상 점광원은 세기 정보와 방향정

보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저장된 요소 영상 점광원들이 디

스플레이 패널에 표시되면 픽업과정과 반대 과정이 나타난

다. 즉, 각각의 요소 영상 점광원에서 해당하는 기초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공간의 한 점광원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것이 집적 영상에서 3차원 영상을 재생하는 원리가 된다. 

집적영상 방식은 1908년에 처음 제안되었으나 그동안 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LCD와 같은 실시간 평판 디스

플레이 장침 및 CCD와 같은 고해상도의 영상검출 장치의 

개발로 다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집적영상 방식의 주요한 

특징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입체 영상을 관측하는데 안경이나 기타 도구 필요 없음

2) 시점이 아니라 일정한 시야각 내에서 연속적인 시차 제공

3) 수평 뿐 아니라 수직방향 시차도 제공

4) 천연색 실시간 컬라 디스플레이 가능

5) 기존 평면 디스플레이와 호환성이 뛰어남

특히, 이 방식은 2차원 디스플레이 장치와 렌즈배열만을 

이용하는 간단한 구조이므로, 고해상도 CCD를 통한 기초 영

상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해지면 입체 TV등에의 응용에 적합

한 방식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적영상 방식

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상용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

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들 단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좁은 관측 시야각 문제

2) 3D 영상의 표현 가능한 깊이감의 제한

3) 낮은 해상도 문제

4) 요소영상의 대용량 문제

2.2. 집적영상의 종류

집적영상 기술은 렌즈 어레이와 디스플레이 장치 사이의 

거리(g)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거리 g가 렌즈 어레이의 기초렌즈의 

초점거리 (f)와 동일한 경우이고 두 번째 방식은 g가 f와 다

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즉, 첫 번째 g=f인 경우는 그림 2(a)와 같이 요소영상의 한 

픽셀이 렌즈를 통하여 평행 빔이 되어서 집적 빔이 만들어지

게 된다. 이 경우를 깊이우선 집적영상(Depth-priority integral 

imaging: DPII) 방식이라 부르며, 3D 영상을 표시하는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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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DPII and RPII

Depth-priority 

method

Resolution-priority 

method

Size of elemental lens less than 2 mm more than 5 mm

Resolution Low
High 

(Image distortion)

Depth High Low

Viewing angle Need to be improved Need to be improved

FIG. 3. Depth-priority integral imaging method.

(a) (b)

FIG. 4. Resolution-priority integral imaging method: (a) Real 

image field, (b) Virtual image field.

영역을 최대로 만들 수 있지만 3D 영상의 해상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서 그림 2(b)와 같이 g≠f인 경우는 

해상도우선 집적영상(Resolution-priority integral imaging: 

RPII) 방식이라 부르며, 요소영상의 한 픽셀이 렌즈를 통하

여 수렴 빔이 되어서 집적 빔이 만들어지며, 이 경우에 3D 

영상의 해상도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깊이영역이 급격히 줄

어든다. 

두 가지 방식 즉, 깊이 우선(DPII) 및 해상도 우선 집적영

상(RPII) 방식의 특징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2.2.1. 깊이우선 집적영상 방식의 동작원리 

깊이우선 집적영상(DPII) 방식은 그림 2(a)과 같이 구현이 

된다. 렌즈어레이가 디스플레이 패널 앞에 놓이며, 이때 렌

즈어레이와 디스플레이 패널 사이의 거리(g)는 렌즈어레이의 

기초렌즈의 초점거리(f)와 같게 된다. g=f 인 조건에서는 디

스플레이 패널에서 표시되는 광선은 기초렌즈를 통하여 평

행 빔을 생성한다. 이때, 특정거리에서 집적되는 빔의 직경

은 기초렌즈의 직경과 같게 된다. 

따라서 3차원 영상을 표시하는 영상의 최소 해상도가 기초

렌즈의 직경과 같게 되기 때문에 해상도가 낮아지는 문제점

을 가진다. 그러나 그림 3에서 보듯이 집적되는 빔은 3차원 

영상의 위치에 상관없이 같은 크기의 집적 빔을 만들 수 있

기 때문에 표현 가능한 3차원 깊이가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실상(real image)와 허상(virtual image) 영역을 동

시에 표시가 가능한 특징을 가진다. 깊이우선 방식에 대한 

주요특징은 표 1과 같다. 

2.2.2 해상도우선 집적영상 방식의 동작원리

해상도우선 집적영상(RPII) 방식은 그림 2(b)와 같은 구조

에서 만들어진다. 이 방식은 디스플레이 패널과 렌즈어레이 

사이의 거리가 기초렌즈의 초점거리와 다른 경우이다. 즉 g

≠f 이며,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발생한 광선은 렌즈를 통과

하게 되면 빔이 수렴하게 된다. 따라서 집적 되는 빔의 크기

는 그림 4와 같이 중앙 깊이면에서 가장 작은 크기로 수렴이 

될 수 있다. 또한, 집적되는 빔의 직경이 작기 때문에 3차원 

영상의 해상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앙깊이면 근처에서만 올바름 집적이 일어나기 때

문에 3차원 영상의 표현 깊이가 작아지는 단점을 가진다. 해

상도우선 집적영상 방식의 주요특징은 표 1과 같다. 

2.3. 집적영상 기술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2.3.1 깊이우선 집적영상 기술

<국내>

깊이우선 집적영상(DPII) 기술은 표 1에서와 같이 일반적

으로 2 mm 이하의 작은 기초렌즈로 구성되는 2-D 렌즈어레

이를 이용하여 구현된다. 그림 2에서와 같이 DPII 방식은 렌

즈 어레이로부터 발생하는 빔들이 생성하는 결상의 크기가 

기초렌즈의 크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되는 3차원 

영상의 해상도는 사용되는 기초렌즈의 전체 개수에 의해 결

정된다. 그러나, DPII 방식은 표현 가능한 깊이범위가 매우 

넓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넓은 영역에서의 3차원 영상의 

깊이감 표현이 가능한 DPII 방식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3차원 영상의 해상도를 증가시키려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표 2는 DPII 방식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 현황을 나타낸 것

으로 현재까지 부경대, 광운대, 동서대, 한경대 등을 중심으

로 활발히 연구해오고 있다. 

즉, 부경대는 미국의 Connecticut 대학과 공동으로 DPII 

3-D 디스플레이를 연구해 왔으며, 렌즈어레이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MALT(Moving array lenslet technique) 기술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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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omestic development situation of 3D image display based on DPII[11-18]

Group Technology Representative figur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KNU)

(1) MALT-based integral imaging display

 

PKNU(1) KWU(3)

KWU(4) KWU(5)

HKNU(7) DSU(8)

(2) Integral imaging display using moving lens array

Kwangwoon 

University 

(KWU)

(3) Scalable 3D integral imaging system using IVR technique

(4) Integral imaging display using MDPM

(5) MLA-based 9" 3-D integral imaging display system

(6) 3D image refocusing method in DPII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HKNU)

(7) Integral imaging display using adaptive liquid crystal 

prism array

Dongseo 

University 

(DSU)

(8) 24" DPII display system 

(9) Integral imaging display using active sensor

(10) Curved projection integral imaging

FIG. 5. MALT-based integral imaging display.

(a)

(b)

FIG. 6. IVR-based integral imaging system: (a) Pickup and 

display (b) Magnification result of 3D image.

발하였다.[11, 12] 그림 5는 MALT 기술을 이용한 집적영상 기

술을 나타낸 것이다. 즉, 렌즈어레이를 고속으로 움직임으로

서 복원되는 3차원 영상의 해상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광운대에서는 중간영상생성기법(Intermediate views recon-

struction: IVR)을 이용하여 크기가변이 가능한 집적영상 기

술, 3D 영상의 깊이역전(Depth reversion) 현상을 극복하는 

기술 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13, 14] 그림 6은 중간영상 생성

기법을 이용하여 요소 영상의 개수를 증가시키고 프로젝션

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렌즈어레이 스크린에 투영하는 

실험 구조도를 나타낸 것이다. 요소 영상의 개수에 맞추어서 

렌즈어레이 스크린에 영상을 투영하기 때문에 중간 영상 생

성 기법을 이용하여 요소 영상의 개수를 증가시키면 3차원 

영상의 재생크기를 키울 수 있다. 그림 6(b)는 실제 실험으로 

재생된 3차원 영상이며, 크기가 다른 3 종류의 영상의 예를 

보여준다. 

또한, 광운대에서는 그림 7과 같이 주기적인 델타(delta) 함

수배열을 이용하여 컴퓨터적으로 3차원 영상을 복원하는 방

법을 연구하였다.[15] 이때 사용되는 주기적인 델타함수 배열

과 요소영상 사이에 콘볼루션(Convolution)으로 결과영상이 

얻어지게 된다. 

한편, 한경대학교에서는 그림 8과 같이 적응적 액정 프리

즘 어레이(Adaptive liquid crystal prism array)를 이용한 시분

할 프로젝션 타입 3D 집적영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1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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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7. Computational 3D image reconstruction using periodic delta function array.

(a) (b)

FIG. 8. (a) Time-multiplexed projection integral imaging system, (b) Synthesized elemental images.

FIG. 9. Integral imaging display technique using a depth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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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ternational development situation of 3D image display based on DPII[11, 12, 19-28]

Group Technology Representative figure

Connecticut

Univ.

(USA)

(1) Integral imaging display using MALT 

Connecticut Univ(3) Connecticut Univ(5)

Connecticut Univ(6) Valencia Univ.(8)

Valencia Univ.(9) Valencia Univ.(10) 

Bilkent Univ(11) DeMontfort Univ.(12)

(2) Integral imaging display using moving lens array

(3) Integral imaging display using real/virtual image fields

(4) Integral imaging display using lenslets with nonuniform focal 

lengths and aperture sizes

(5) Spatiotemporally multiplexed integral imaging projector

(6) Projection integral imaging using micro-convex-mirror arrays

(7) Integral imaging with large depth of field using an 

asymmetric phase mask

Valencia Univ.

(Spain)

(8) Integral imaging using multiple-axis telecentric relay system

(9) Full parallax 3-D TV with programmable display parameters

(10) Integral imaging display using SPOC

Bilkent

Univ. (Turkey) 
(11) Integral imaging display using phase-only LCoS SLM

DeMontfortUniv.

(UK)
(12) Integral imaging using two-tier optical combination

FIG. 10. Projection integral imaging display technique using micro- 

convex mirror array.

FIG. 11. Integral imaging display using SPOC.

방법은 기존의 프로젝션 집적영상 시스템에 비해 향상된 시

야각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동서대는 큰 구경 렌즈를 사용하여 시야각을 증가시

키는 집적영상 기술, Depth 카메라를 이용하는 집적영상 디

스플레이 기술, 24인치급의 깊이우선 집적영상 디스플레이 

테스트베드 등을 구현하였다.[17, 18] 그림 9는 액티브 센서를 

사용한 집적영상 시스템의 구조도를 나타낸 것이다. 액티브 

센서는 3D 물체에 대한 깊이 맵(Depth map)과 컬러 이미지

를 획득, 합성하여 요소영상 생성 후 DPII 시스템에서 광학

적적으로 3차원 영상으로 복원된다. 

<해외>

해외에서는 표 3과 같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DPII 기

반의 3D 영상 디스플레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

어 왔으며, 최근 유럽과 중국에서도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DPII 기술은 미국의 Connecticut 대학과 스페인의 

Valencia 대학에서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즉, 미국의 

Connecticut 대학은 해상도와 시야각 개선을 위하여 비균일 

렌즈어레이를 이용하는 방법, 시공간 다중 집적영상 프로젝

터, 마이크로 볼록 미러 어레이를 이용한 프로젝션 집적영상 

디스플레이 등의 기술을 연구, 개발하였다.[19-22] 

그림 10은 마이크로 볼록 미러 어레이(Micro convex 

mirror array)를 이용한 프로젝션 집적영상 디스플레이 기술

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볼록미러 어레이를 이용하기 때

문에 60도 이상의 시야각을 얻을 수 있으며, 깊이변환 문제

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스페인 Valencia 대학은 시야각 및 해상도 개선을 

위하여 Multiple-axis telecentric relay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

법, SPOC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였다.[23-26] 그림 11은 

깊이 반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POC 방식을 적용한 집

적영상 기술을 개략도를 보여준 것이다. 기존의 깊이 반전 

기법들과는 달리 컴퓨터적으로 간단하고 정확한 깊이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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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omestic development situation of 3D image display based on RPII[29-39]

Group Technology Representative fig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1) Integral imaging display using PDLC

SNU(1) SNU(5)

CBNU(6) CBNU(7)

KHU(8) KNU(9)

KWU(10) KWU(11)

(2) 2D/3D integral imaging display using LED array

(3) Integral imaging display using boundary folding mirror

(4) Real time capturing based Integral imaging display

(5) Integral imaging display using color filter pinhole arra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BNU)

(6) Integral imaging display using two elemental image masks

(7) Integral imaging with 2D/3D convertibility using 

scattering polarizer

Kyung hee 

University

(KHU)

(8) Electro-floating display system using an integral 

imaging method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NU)

(9) Integral imaging display by using a high refractive 

index medium

Kwangwoon 

University 

(KWU)

(10) Two-plane electro-floating display system using 

three-dimensional integral images

(11) High resolution RPII display system

Dongseo 

University 

(DSU)

(12) Integral imaging based on multi pixel extraction 

(a)

(b)

FIG. 12. Integral imaging display using the color filter hole array.

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2.3.2. 해상도우선 집적영상 기술

<국내>

렌즈어레이를 이용하는 해상도우선 집적영상(RPII) 디스플

레이 기술은 그림 2(b)와 같이 렌즈어레이와 디스플레이 패

널 사이의 거리가 기초렌즈의 초점거리와 달라서 3차원 영

상이 특정한 깊이면에서 고해상도 영상으로 얻어지게 된다. 

따라서 RPII 기술에서는 깊이감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중점

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표 4와 같이 서울대, 광운대, 충북대, 경희대 

등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되어 왔다. 서울대에서는 PDLC

를 이용한 방법, 2D/3D 변환가능 기술, Boundary folding mirror 

등과 같은 해상도우선 집적영상 기술에서 시야각 개선 및 깊

이 개선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연구해 왔다. 현재, 최대 40"

급의 집적영상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제작 데모하였다.[29-33]

그림 12는 서울대에서 개발한 칼라필터 핀홀 어레이를 사

용하는 집적영상 기술을 나타낸 것이다.[33] 이 방법에서는 칼

라필터 핀홀 어레이를 사용하여 3차원 영상의 해상도 및 표

현 깊이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프로

젝터를 이용하여 투명스크린에 요소영상을 표시하고 R, G, 

B의 서브픽셀을 핀홀 어레이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충북대에서는 해상도우선 집적영상 디스플레이에

서 해상도 개선을 위하여 그림 13과 같은 Two elemental image 

mask 를 이용한 집적영상 시스템을 제작하였다.[34] 즉, 두 개

의 요소영상 마스크를 사용하여 공간상에 집적되는 요소영

상의 수를 증가시켜 시야각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제작된 

시스템은 38도의 시야각과 약 12 mm의 깊이감을 나타내었다. 

경희대에서는 플로팅 렌즈(Floating lens)를 이용하여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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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Floating integral imaging display.

FIG. 15. 3D display system with a background image of integral 

imaging.

TABLE 5. International development situation of 3D image display based on RPII[40-49]

Group Technology Representative figure

Toshiba (Japan) (1) 1D integral imaging display

NHK(3) Tokyo Univ.(4)

Hitachi (6) Tsukuba Univ.(7)

Kanagawa Univ. (8) Zhejiang Univ. (10)

NHK (Japan)

(2) Integral imaging based on extremely high resolution video 

system

(3) Integral television using a 33-megapixel imaging system

Tokyo Univ. (Japan)
(4) Integral imaging display using rotated prism sheet

(5) Integral imaging display with long visualization depth

Hitachi (Japan) (6) Integral videography using field-sequential LCD

Tsukuba Univ. (Japan) (7) Coarse integral volumetric imaging

Kanagawa Univ. (Japan) (8) Integral imaging using full HD camcoder and fly's eye lens

Nankai UNiv. (China) (9) Integral imaging with tunable viewing scope

ZhejiangUniv. (China) (10) Integral imaging display using directional diffuser

FIG. 13. Integral imaging using two elemental image masks.

각 및 깊이감을 개선하는 기술을 적용한 집적영상 디스플레

이를 그림 14와 같이 제작하였다.[36] 기존의 집적영상 시스템 

앞에 큰 직경의 플로팅 렌즈를 위치시켜 집적영상 기술에 의

해 생성된 3차원 영상을 공간상으로 투영하는 방식으로 영

상의 확대, 축소 및 깊이감 조절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실험

에서 13×13의 렌즈어레이를 이용했으며 100 mm 이상의 깊

이감을 데모하였다. 

그리고, 광운대에서는 그림 15와 같이 플로팅 디스플레이

와 집적영상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집적영상 배경의 3D 디

스플레이 시스템을 제작하였다.[38] 기존의 집적영상은 해상

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고해상도가 가능한 플로팅 

영상을 조합한 방식이다. 이를 위해 그림 15와 같이 빔분할

기를 이용하여 집적영상 방식과 플로팅 영상을 합성하는 구

조로 제작되었다. 이 방식에 기초하여 10"급으로 시제품을 

제작, 시연하였다. 

<해외>

해외에서의 표 5와 같이 RPII 기술은 일본과 중국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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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Integral imaging TV using 33 mega-pixel imaging system.

FIG. 17. Integral imaging display using rotated prism sheet.

FIG. 18. Coarse integral volumetric imaging system.

FIG. 19. Integral imaging display using camcoder and lens array.

FIG. 20. Integral imaging with tunable viewing scope.

으로 활발한 연구되고 있다. 즉, 일본의 NHK에서는 그림 16

과 같이 시야각 28도, 깊이감이 200 mm인 26"급 고해상 3D 

비디오 데모 시스템을 제작하였다.[41, 42] 

또한, 일본 Tokyo대에서는 그림 17과 같이 해상도 개선을 

위하여 회전프리즘 쉬트(Rotated prism sheet)를 이용하는 기

술과 깊이감이 향상된 시제품을 데모하였다.[43] 

이밖에도 일본 Tsukuba 대학은 그림 18과 같이 Coarse 집

적영상을 이용한 깊이감이 큰 시제품을 제작하였다.[46] 

그리고, Kanagawa 기술대학은 그림 19와 같이 Full-HD 캠

코더와 렌즈어레이를 이용하여 무빙 집적영상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구현, 데모하였다.[47] 

중국에서는 최근 몇몇 대학이 단일 렌즈어레이를 이용한 

집적영상 디스플레이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48, 49] 그림 20과 

같이 중국의 Nankai 대학은 집적영상의 viewing scope를 확

대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실험결과를 발표하였다.

2.4. 향후 집적영상 기술 연구개발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적영상 기술은 해상도, 깊이 

및 시야각 등의 복합적인 성능 향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깊이우선 집적영상(DPII) 방식과 해상도

우선(RPII) 집적영상 방식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깊이우선 방식에서는 충분한 깊이를 가지기 때문에 해상도

와 시야각을 증가시키려는 연구가 필요하고, 해상도우선 방

식에서는 높은 해상도를 바탕으로 깊이와 시야각을 향상시

키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이 두 방식에서 충분히 높은 해상도, 시야각, 깊이 등

이 복합적으로 개선된다면, 집적영상 디스플레이는 원리적으

로 완전시차를 제공하기 때문에 테이블 탑과 같은 공간 디스

플레이 기술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II.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술

3.1. 홀로그래피의 원리

그림 21은 홀로그래피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a)

는 홀로그래피의 기록과정으로 가 간섭성(coherence)을 갖는 

광원을 빔 분할기(Beam splitter)를 통과시켜 두 개의 광원으

로 나누어 준다. 이중 하나는 물체 광(Object beam)이라 하여 

기록하고자 하는 물체로 향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참조 광

(Reference beam)이라 하여 홀로그래픽 매질(Holographci 

recording material)로 향하게 한다. 이때 물체에서 반사된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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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1. Principle of holography (a) Recording (b) reconstruction.

FIG. 22. Geometry for generation of the Fresnel hologram pattern.

이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중 일부가 홀로그래픽 

매질로 향하게 되어 두 빛이 만나게 되어 서로 간섭을 일으

켜 홀로그래픽 매질에 기록되고 이 간섭된 패턴이 홀로그램

(Hologram)이 된다. 홀로그램을 복원할 때에는 홀로그램이 

기록된 매질에 홀로그램을 기록할 때 사용한 참조광을 투사

하게 되면 원래의 물체 위치에 홀로그램이 복원된다.

3.2.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기술

홀로그램은 물체로부터 반사된 물체파와 일정 방향으로 입

사 시켜주는 기준파와의 상호 간섭에 의해 형성되며, 이때 

두 개의 파가 간섭된 것을 홀로그래픽 간섭패턴이라고 한다. 

이를 CCD 등의 카메라에 의해 획득하거나 수치적 방법에 

의해 생성된 간섭패턴을 디지털 홀로그램이라고 하며, 수치

적 방법에 의해 생성하는 과정을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이라

고 한다.[50]

이러한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 기술로서는 대표적인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 방법으로는 광선 추적(Ray-tracing) 방식, 퓨

리에(Fourier) 홀로그램을 이용한 간략화 방식 등이 있다. 또

한 이를 가속화 하기 위한 방식으로 룩업테이블(Look-up 

table)을 이용한 방식, GPU/FPGA 등의 하드웨어를 이용한 

방식 등이 있다.

3.2.1. 광선추적(Ray-tracing) 방식

디지털 홀로그램 패턴은 픽셀들의 좌표 값과 세기 값에 의

해 컴퓨터 계산으로 생성된다. 즉, 디지털 홀로그램 패턴을 

생성하는 기하학적 구조는 그림 22와 같으며, 그림 22에서 

홀로그램은 z=0 인 x-y 평면에 위치하고, 물체의 p번째 점은 

(xp, yp, zp)에 위치하고 ap의 세기값과 φp의 위상값를 갖는다

고 가정한다.

이 때, 홀로그램에서 복소 진폭 O(x, y)는 식 (1)에서 나타

난 것처럼 물체파의 중첩으로 구할 수 있다.

  
 






   (1)

여기서 N, ap는 물체를 구성하는 점들의 수와 물체파의 세기

를 각각 나타내고, 파수(wave number) 벡터 k는 k = 2π/λ로 

정의되며 λ는 자유공간상에서의 빛의 파장을 나타낸다. 편

의상 exp(jωt)는 식 (1)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홀로그램에

서 p번째 물체점과 (x, y, 0)사이의 거리 r은 식 (2)와 같이 

주어진다.

 
 


 (2)

또한, 평면파인 기준파의 복소 진폭 R(x, y)는 식 (3)과 같

이 주어진다.

  

exp 


  (3)

여기서 aR과 θR은 기준파의 세기와 입사각을 각각 나타낸다. 

홀로그램 면에서의 전체적인 격자 세기는 식 (4)과 같이 물체

파 O(x, y)와 기준파 R(x, y) 사이의 간섭패턴으로 주어진다.

  



expsin

 

(4)

식 (4)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은 물체파와 기준파의 세

기를 각각 나타내며, 세 번째 항은 홀로그램 정보를 부분적

으로 포함하고 있는 물체파와 기준파 사이의 간섭 패턴을 의

미한다. 식 (5)에서 홀로그램 정보는 오직 세 번째 항에만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홀로그램 패턴 I(x, y)는 최종적으로 식 

(5)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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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Look-up table-based hologram generation method.

FIG. 24. Novel look-up table-based hologram generation method.

  
 











 (5)

3.2.2. 퓨리에 홀로그램(Fourier hologram) 방식

또 다른 근사법으로서 퓨리에(Fourier) 변환에 의한 방법이 

있다. 피사체가 홀로그램과 평행한 면내에 존재하고, 홀로그

램으로부터 충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홀로그램 상에

서 물체파의 복소진폭은 피사체의 광 진폭 분포의 퓨리에 변

환으로서 구해진다. 충분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조건은 

수백 미터 이상이 되는 것도 있지만, 렌즈를 이용하여 초점

거리 f의 간격에 물체나 홀로그램을 배치하면, 홀로그램의 

기록 및 재생이 가능하다. 

퓨리에 변환에 의해 구해진 물체파에 임의의 참조파 성분

을 더해 홀로그램을 계산한다. 2차원 영상을 입력으로 한 경

우, 영상의 진폭은 양의 값만을 취하기 때문에 그대로 퓨리

에 변환을 하면 큰 직류분이 퓨리에 스펙트럼의 중심에 나타

나 주변의 홀로그램 정보의 Dynamic range를 낮추고 만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상의 진폭 값에 랜덤으로 +1 혹은 

-1을 곱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영상에 랜덤 위상을 부가한다. 

퓨리에 변환을 이용하는 경우 피사체는 2차원 영상이다. 3차

원 영상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물체를 깊이 방향의 다수의 단

층면에서 표시하거나, 홀로그램을 다수의 요소로 분할하여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holographic stereogram) 기술을 적

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50]

3.2.3. 룩업테이블(Look-up table: LUT) 방식

광선추적방식은 과도한 계산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복잡한 

물체에 대한 실시간적 홀로그램 합성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림 23과 같은 LUT를 이용한 

새로운 디지털 홀로그램 계산 방법이 제안되었다.[52] 이 방법

은 모든 가능한 물체 포인트에 대한 요소 프린지 패턴(EFP: 

elemental fringe pattern)을 미리 계산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게 된다. 

따라서, 임의 물체에 대한 홀로그램 계산은 그 물체를 구

성하고 있는 각 포인트에 대한 요소 프린지 패턴들을 이미 

계산하여 저장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단순히 불러내어 

합산함으로써 구하게 된다. 이러한 LUT 방식은 광선추적 방

식에 비해 계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디지털 홀로그램의 고속 

생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방법은 물체영역이 커질수록 필

요로 하는 EFP의 개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룩업

테이블의 메모리 용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3.2.4. 노블 룩업테이블(Novel look-up table: NLUT) 방식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LUT 방식과 같이 

고속의 홀로그램 계산 속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룩업테

이블의 메모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림 24와 

같은 새로운 룩업테이블인 NLUT(novel look-up table)을 제

안되었다.[53] 이 NLUT 방식에서는 물체영역의 가로, 세로 방

향에 관계없이 깊이 방향에 대한 각각의 요소 프린지 패턴만

을 사전에 미리 계산하여 저장된다. 그리고 물체의 한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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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bject point (b) PFP and PFPs (c) Reconstructed object point

FIG. 25. Schematic for showing the shift-invariance property of the NLUT

FIG. 26. Hologram generation method using temporal redundancy of 3D video image.

방향이 결정되면 그 면에 존재하는 물체 포인트들의 요소 프

린지 패턴은 사전에 계산되어 저장된 그 깊이의 요소 프린지 

패턴을 각 해당 포인트까지 좌, 우로 이동시키며 모든 포인

트에 대한 프린지 패턴을 합산하여 그 깊이의 홀로그램 패턴

을 계산하게 된다. 같은 방법으로 모든 물체 깊이 방향에서 

각 물체 포인트에 대한 모든 홀로그램을 계산하여 합산함으

로써 물체 전체에 대한 홀로그램 패턴을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LUT 방식은 가로, 세로, 깊이 모든 방향의 

물체 포인트에 대한 요소 프린지 패턴의 사전 저장이 요구되

나, 제안된 방식에서는 단지 물체 깊이 방향에 대한 프린지 

패턴만의 사전 저장이 요구되기 때문에 룩업테이블 메모리 

요량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NLUT 기법에서는 홀로그램을 생성하기 위하여 물체를 자

체 발광하는 점들의 집합으로 간주하고 물체의 각 점들은 ap 

의 세기값을 가지고 수직, 수평, 깊이 방향에서 xp, yp, zp에 

위치한다고 가정한다. 기존의 룩업테이블의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새로이 제시된 NLUT 를 구성하였고, 이 룩업테이블

은 물체의 한 깊이에 대해서 하나의 요소 프린지 패턴 I(x, y)

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요소 프린지 패턴은 각각의 깊이

에서 기준 세기를 갖는 기준점에 대한 프린지 패턴을 나타낸

다. 즉, 각각의 요소 프린지 패턴 T(x, y; zp)은 각 깊이에 대

한 기준 세기의 프레넬 존 플레이트(Fresnel zone plate)가 되

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sin


  (6)

여기서 rp는 p번째 점과 (x, y, 0)사이의 거리로 식 (2)와 같이 

주어진다. 따라서, NLUT 방식에서는 물체의 깊이 방향에 대

한 요소 프린지 패턴만을 계산하여 저장하게 되고, 물체의 

한 깊이 방향이 결정되면 그 면에 존재하는 물체 포인트들의 

요소 프린지 패턴들은 사전에 저장된 그 깊이의 요소 프린지 

패턴을 각 물체 포인트까지 이동시켜 프린지 패턴을 계산하

여 그 깊이 평면에서의 홀로그램 패턴을 계산하게 된다. 같

은 방법으로 모든 물체 깊이 평면에서 각각의 홀로그램을 계

산하여 합산함으로써 물체 전체에 대한 홀로그램 패턴을 계

산하게 된다. 따라서, NLUT 방식에서 홀로그램 정보 I(x, y)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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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Hologram generation method using spatial redundancy of 3D image.

FIG. 28. Hologram generation method using block redundancy of 3D image.

FIG. 29. Hologram generation method using motion estimation and compensation of 3D video image.

그림 25는 NLUT 기법의 Shift-invariance 특성을 나타낸다. 

이를 보면 점 A(0, 0, z1)에 해당하는 홀로그램을 만들게 되

면 PFPA가 된다. 이를 복원하게 되면 복원 평면에서 A'(0, 0, 

z1)의 위치에 점이 복원된다. 이때 PFPA를 x축 방향으로 x1만

큼 이동시키게 되면 복원되는 점 역시 x축 방향으로 x1만큼 

이동하여 점 A''(x1, 0, z1)에 복원된다. 같은 방법으로 y축 방

향으로 y1만큼 이동하게 되면 복원되는 점 역시 A'''(0, y1, z1)

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원하는 위치만

큼 PFP를 이동하게 되면 각 점을 표현할 수 있고 이를 물체

에 대해 확장시키면 물체의 이동에 대해서도 홀로그램을 생

성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이러한 NLUT 기법의 Shift-invariance 특성을 이용하

여 3차원 동영상의 중복성을 제거하여 홀로그램의 생성 속

도를 향상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었다.

그림 26과 같이 3차원 입력 동영상에 대하여 프레임간의 

차이를 추출한 후 변화량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

로 홀로그램을 연산하고, 변화량이 적은 경우에는 이전 프레

임의 홀로그램에서 변화량만큼을 보상하여 현재 프레임의 

홀로그램을 생성한다.[54]

또한, 그림 27과 같이 3차원 입력 영상에 대하여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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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D model (b) Fresnel hologram (c) ACPAS

FIG. 30. Numerically reconstructed images of digital hologram for each hologram generation algorithm.

FIG. 31. Virtual window for generating of image hologram.

픽셀들 값을 비교하여 인접한 같은 값을 갖는 픽셀들을 그룹

화 하고, NLUT 기법의 이동 특성을 이용하여 생성한 N-point 

PFP를 이용하여 한번에 여러 포인트를 연산하게 되어 전체 

연산량을 줄여주는 방법 또한 제안되었다.[55]

그리고, 공간적 중복성 기반 홀로그램 생성 기법을 2차원

으로 확장하여 블록 형태의 중복성 추출로 그룹화하여 한번

에 홀로그램 연산을 수행하여 홀로그램의 계산량을 줄여주

는 방법 또한 제안되었다. 즉, 그림 28과 같이 3차원 입력 영

상에 대하여 인접한 픽셀들 값을 비교하여 인접한 같은 값을 

갖는 픽셀들을 그룹화 하고, NLUT 기법의 이동 특성을 이

용하여 생성한 N×N-point PFP를 이용하여 한번에 여러 포인

트를 연산하게 되어 전체 연산량을 줄여주게 된다.[56]

움직임 추정/보상(Motion estimation and compensation)은 

기존의 2차원 동영상의 압축을 위한 알고리즘으로 널리 사

용되고 있다. 즉, 움직임 보상은 이전 프레임에서 현재 프레

임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영상 데이터의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간의 움직임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의 압축 및 

복원에 활용한다. 기존의 NLUT 기반의 홀로그램 생성 방식

은 각 깊이에 해당하는 PFP를 이동시켜 해당 깊이의 모든 

점들을 표현한다. 즉, PFP를 이용해 생성된 홀로그램 패턴을 

수직/수평 방향으로 이동 시키고 이를 복원하면 복원된 영상

이 홀로그램 패턴의 이동량만큼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움직임 추정/보상 기법을 이용하여 3

차원 동영상의 모션벡터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전 프레임

에 대해 홀로그램 패턴을 이동한 후 차이만큼을 보상하게 되

면 다음 프레임의 홀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즉 그림 

29와 같이 3차원 동영상에 대하여 각 프레임의 물체들을 분할 

하고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각 물체에 대한 모션벡터

를 추출하게 된다. 그리고 추출된 모션벡터에 따라 이전 프레

임의 각 물체에 대한 홀로그램을 이동시키고 보상된 이전 프

레임 영상과 현재 프레임 영상간의 차이를 보정하게 된다.[57]

3.2.5. 코히어런트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 

코히어런트 홀로그래픽 스테레오그램(coherent holographic 

stereogram: CHS)은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 알고리즘의 하나

로, 기존의 Ray tracing기반 알고리즘보다 그 탁월한 연산속

도를 가진다. 이 방법은 디지털 홀로그램 평면을 작은 블록

으로 분할하여 블록별 공간주파수를 계산하고, 각 분할된 홀

로그램 주파수 평면을 역 퓨리에 변환 처리함으로서 기존, 

Ray tracing 방식의 홀로그램 생성 알고리즘에 비해 계산량

을 감소시키고 고속 퓨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을 적용하여 연산 속도를 크게 향상 시켰다.[58-60]

최근 성능이 개선된 CHS 버전으로 Accurate compensated 

phase-added stereogram(ACPAS) 이 발표되었으며, 이 알고

리즘은 기존 Ray tracing기반 알고리즘과 유사한 고화질의 

복원영상을 갖는다. ACPAS는 compensated phase-added stereogram 

(CPAS) 와 accurate phase-added stereogram(APAS)의 특성을 

결합한 알고리즘으로써, 비록 근소화된 알고리즘이지만 그 

정확도 및 복원영상의 화질은 Ray tracing 기반의 복원영상

과 매우 유사하여, 고속 및 고화질의 특성을 갖는 미래 홀로

그래픽 TV에 적합한 알고리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3차원 컴퓨터 그래픽 모델을 이용한 ACPAS의 복원 영상 

및 기존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홀로그램의 복원영상을 그

림 30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ACPAS의 복

원 영상 화질은 근소화하지 않은 방법에 의한 복원 영상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3.2.6. 이미지 홀로그램(Image hologram)

이미지 홀로그램은 렌즈를 이용하여 기록하고자 하는 객체

의 상을 홀로그램 평면에 위치하도록 하여 기록하는 방법이

다. 이 방법은 객체의 상을 홀로그램 평면에 프로젝션하며, 

홀로그램 평면에 복원 영상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감

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이미지 홀로그램 기반의 디지털 홀

로그램의 대표적인 장점은 객체를 구성하는 임의의 한 점에 

대한 디지털 홀로그램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홀로그램의 고

속 생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 홀로그램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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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2. Reconstructed images for characters having different 

depth location (a) focused at ‘W’ and ‘D’ (b) focused at ‘R’.

FIG. 33. Overall software structure of the proposed GPU-based 

NLUT system.

(a) (b)

FIG. 34. (a) HORN-6 board (b) HORN-6 cluster system.

의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 알고리즘을 이용한 실시간 Full- 

color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2007년 일본의 Nihon 

대학에서 개발되었다.[61, 62]

그림 31에 물체 포인트, 계산이 필요한 홀로그래픽 패턴의 

영역 그리고 관찰 영역(가상 윈도우)에 대한 광학 도면을 나

타내었다. 계산 시간은 물체 포인트와 홀로그램간의 거리를 

줄여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홀로그램과 가상 윈도우 간의 

거리를 증가시켜 계산에 따른 부하를 줄일 수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빔 프로젝터의 상용 제품을 개조하여 

Holo-Video라고 불리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다.[62] 

1408×1058 의 해상도를 갖는 3개의 LCoS를 Full-color 홀로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위해 사용하였다. 또한, 칼라 재생을 

위해 백색 광원을 사용하였다. Intel Xeon 3.4 GHz의 CPU를 

갖는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홀로그램 패턴을 계산했다. 

실험에 3,000 포인트의 데이터를 갖는 객체를 이용했으며,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했다. 본 시스템에 의해 디스플레이 

된 광학적 복원영상을 그림 32에 나타내었다.

3.2.7. GPU 기반의 홀로그램 생성 가속화

현재 홀로그램의 생성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GPU를 적용하고 있다. 그중 광운

대학교에서는 NLUT 기법을 GPU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양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NLUT 기법은 룩업테이블 기반의 홀

로그램 생성 기법이기 때문에 이를 GPU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NLUT를 최적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식 (8)과 

같이 x,y를 변수로 갖는 2차원의 PFP를 x와 y 각각의 변수를 

갖는 1차원 PFP로 변환 하여 GPU 내부 및 외부에서 전송되

는 데이터의 양을 줄였다.[63] 이를 통하여 GTX 690 GPU보

드 한 대를 사용하여 Full-HD 해상도의 홀로그램을 초당 25,000

포인트 새성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GPU를 여러 대 사용하는 

방법과 추가적인 알고리즘 개선을 통한 연구가 계속 수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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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FPGA 기반의 홀로그램 생성 가속화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엄청난 계산상

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hiba대학의 Shimobaba-Ito 그룹

은 FPGA(Xilinx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기술을 사

용하여 HORN(HOlo-graphic ReconstructioN)이라 부르는 디

지털 홀로그램 고속 계산을 위한 프로세서를 1992년부터 개

발해왔다. 1993년에 제작된 HORN-1은 약 300메가 flops의 

계산 성능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가장 최근 버전은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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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5. Reconstructed images using HORN-6 (a) Dinosaur (11,646 points) (b)  Chess board (44,647 points) (c) Merry-go-round (95,949 

points) (d) Fountain (978,416 points).

개발된 그림 34의 HORN-6 클러스터 시스템이다. 

이 그룹에서 개발된 HORN-6 보드 하나는 모두 5개의 

FPGA 칩들로 이루어진다. 이중 4개의 FPGA 칩들은 각각 

3D 이미지 계산을 위해서 하나의 DDR-SDRAM(Double Data 

Rate-Synchronous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모듈과 

연결되고 남아있는 한 개의 FPGA 칩은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로컬 버스와 앞에서 말한 4개의 FPGA들을 서

로 연결시킨다.[50, 64-66]

그림 34(b)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HORN-6 클러스터 렌더

링 시스템은 16개의 HORN-6보드를 사용한다. 이 그룹에서 

데모한 홀로그래픽 시스템은 HORN-6 클러스터에서 생성한 

홀로그래픽 패턴을 Full HD 해상도의 반사형 LCD 패널에 

디스플레이하고, 레이저는 빔 분리기를 지나면서 입사된 광

의 반은 LCD로 전달되는 광학계를 포함한다. 여기서 이 

LCD 패널로부터 반사된 광은 관찰자를 향하여 투사되어, 약 

5cm×5cm×5cm 크기의 3D 물체를 보여준다. 이때, LCD 패널

과 재생된 홀로그램 3D 이미지 사이의 거리는 1m이며, 시야

각(viewing angle)은 약 5°이다.

HORN-6의 커널은 고성능 및 고해상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LUT를 갖는 Fresnel 홀로그램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그 결

과로서, 그림 35(d)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약 100,000포인

트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약 100,000개의 

3D 이미지 포인트를 약 10frame/sec로 생성할 수 있고, 

1,000,000개의 3D 이미지 포인트는 1 frame/sec로 생성할 수 

있다.

3.3. 디지털 홀로그래픽 3D 디스플레이

홀로그래픽 영상의 실시간 변조 재생을 위한 공간 광 변조

기(SLM: spatial light modulator)가 많이 사용되는데, SLM은 

연산 작용을 통하여 얻은 전자 홀로그램을 실시간으로 구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야가 넓다. 그러나 현재의 공간 광 변

조기 기술은 넓은 시야각과 대화면의 홀로그래픽 3차원 영

상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술적인 방법에 있어서 공간 

광 변조기의 개발이 필요하겠지만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위한 초고해상도 공간 광 변조기의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이

용하여 홀로그래픽 영상 이미지의 크기와 시야각을 향상시

키는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표 6은 홀로그래픽 3D 디스플레이 기술의 국내외 연구개

발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최초의 실질적인 전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인 그림 36(a)의 Mark-I은 1989년 MIT Media 

Lab의 Spatial Imaging Group에 의해 개발되었다. Mark-I은 

25×25×25 mm3의 홀로그램 복원 영상 및 15도의 시야각을 

갖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으로써, 초당 20 프레임

의 디스플레이가 가능했다. Mark-I 전자 홀로그래피 시스템

은 단일 컬러 또는 풀컬러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가능했

다. 3채널의 텔루르 이산화물 음향광변조기(AOM)를 3채널

의 컬러 공간광변조기로 사용했으며, RGB 각 채널의 홀로그

래픽 프린지 정보는 3채널의 해당 광 변조기에 의해 변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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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tate of the art of holographic 3D display

Group Technology Representative figure

Dom-

estic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NU)

1 • Color holographic 3D display using reflective LCo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 • Synthesis and display of incoherent 3D hol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3
• Wide viewing angle dynamic holographic stereogram with 

a curved array of SLMs

Sejong

University
4 • Optical Scanning Holography(OSH)

KIST 5
• Holographic 3D display using Multichannel horizontal 

AOM

ETRI 6
•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y for digital holographic 

3D display and printing system

USA

MIT

7 • MARK-I(1989): 3D holo-video display system

8
• MARK II(1994): 3D holo-video display system using 

AOM

9
• MARK III(2007): 3D holo-video display system using 

SAW

10
• MARK IV(2013): 3D holo-video display system using 

Anisotropic leaky-mode modulator

Univ. Texas 11 • Holographic 3D display using DMD and Gas-chamber

Virginia 

Univ.
12 • Optical Scanning Holography(OSH)

Arizona 

Univ.
13

• Refreshable holographic 3D images using a photorefractive 

polymer

Ger-

many

SeeReal 

Trchnologies
14

• Holographic 3D display using sub-hologram and viewing 

window

UK QinetiQ 15 • Holographic 3D display using active tiling technology

Tur-

key

Bilkent 

Univ.
16 • Synthesis and display of holographic 3D image using GPU

Japan

Nihon Univ.
17

• Mirror-module-based holographic 3D display with wide 

viewing angle

18 • Holographic 3D display using modified beam projector

Chiba Univ. 19 • Horn (HOlographic ReconstructioN)

TAO 20 • Holographic 3D display using multiple SLM

NICT 21
• Synthesis and display of holographic 3D image for 3D 

broadcasting

다. 광원으로써 정확도가 우수한 레이저를 이용했다. 각 컬

러 채널당 단일 수평 라인에 32K 샘플을 이용함으로써, 선

명한 복원 영상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였다.[50, 67]

그림 36(b)의 Mark-II라고 불리는 2세대 시스템은 1992년

에 개발되었다. Mark-II는 150×75×150 mm3 크기의 복원 영

상 및 36도의 관찰각을 갖으며, 2.5 프레임으로 디스플레이

가 가능했다. Mark- II는 3채널의 AOM 대신에 18채널의 

AOM을 사용하였으며, 스케닝 미러는 회전 폴리곤 미러를 

대치했다. Mark-II는 병렬화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다수의 

AOM 및 스케닝 미러를 추가함으로써, 확장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Mark-I 및 Mark-II에는 음향광변조기가 공간광변조기로 사

용되었으며, 이는 고가라는 문제점으로 인해, 향후 사용화를 

목적으로 차세대 버전의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로서 surface 

acoustic wave(SAW)를 사용하여 그림 36(c)와 같은 Mark III

를 개발하였다.[68] 또한 최근 Anisotropic leaky-mode modulator

를 사용하여 컬러 홀로그래픽 비디오 디스플레이인 Mark IV

를 개발하였다. 그림 36(d)의 Mark IV의 경우 480개의 수직 

라인을 표현할 수 있다.[69]

독일의 SeeReal Technologies는 새로운 홀로그래픽 디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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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6. Holovideo system of MIT: (a) Mark I, (b) Mark II, (c) Mark III, (d) Mark IV.

FIG. 37. Holographic display based on sub-hologram and viewing 

window.

FIG. 38. Prototypes of 20" holographic display.

레이 시스템을 개발했다. 어느 일정 위치에서 관찰자가 홀로

그램 복원 영상을 볼 때,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으로

부터 전파되는 파면의 일부분만을 관찰하게 된다. 또한, 기

존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 픽셀의 크기가 크기 때문

에, 회절각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SeeReal사는 

관찰자의 동공에 입사될 정도의 파면만이 만들어 지도록 설

계를 했으며, 이로 인해 계산량을 현저히 줄이게 함으로써,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SeeReal사에서 선보인 시스

템은 수직 시차만을 가지고 있으며, 관찰자 윈도우라고 불리

는 작은 영역에 대해서만 홀로그램을 생성 및 재생한다. 관

찰자 윈도우는 인간의 동공의 크기와 연관되며, 주파수 평면

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좌우 눈에 대한 각각의 관찰자 윈도

우를 이용함으로써, 그 효율을 극대화 하였다. 관찰자 동공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찰시 움직임에도 대응하도록 설

계되었다. 그림 37은 이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 것

이다.[50, 70]

대형 LCD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용함으로써, LCD 패널 크

기의 대형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 복원 영상의 

크기는 사용된 공간광변조기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 복원 

영상은 관찰자의 위치에서부터 LCD 패널의 뒷부분에 이르

기까지 넓은 영역에 홀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또한 

관찰자의 움직임은 관찰자 동공 추적 기술에 의해 추적이 되

며,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 입사빔의 입사 각도를 다르게 

함으로써, 관찰자가 움직이더라도 어느 위치에서든 홀로그램

을 볼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여 그림 38와 같이 실시간 디스플레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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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9. (a) Schematic view of QinetiQ’s Active Tiling system (b) Photo of 1×4 channel Active Tiling unit capable of delivering full-color, 

temporally multiplexed computer-generated holograms with pixel counts up to 108 (c) Optically reconstructed images.

가능한 20인치 홀로그래픽 TV를 2007년에 개발하였다. 

SeeReal사에서 개발된 기술은 대형 LCD 디스플레이 패널도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프로토타입에 이용된 LCD 패널의 픽셀은 대략 70 µm× 

210 µm의 크기를 갖는다. 

사용된 공간광변조기(LCD 패널)의 픽셀 크기가 크기 때문

에, 회절각은 약 0.5°에 불과하고 관찰각은 매우 좁게 된다. 하

지만, 그 작은 영역을 관찰자 윈도우로 정의함으로써 약 4 m

의 깊이 범위를 갖는 대형의 선명한 홀로그램 복원영상을 디

스플레이 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대의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Eye-tracking 시스템을 

프로토타입에 구축하였으며, 관찰자의 동공 추적으로 입사빔 

제어 기술을 사용하여서 관찰자 윈도우의 위치 변화에 따라 

관찰시 관찰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모든 계산 및 처리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홀로그램을 표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대화면으로 확

장 가능한 고해상도의 SLM 장치를 구현할 수 있는 한 방법

으로서, 능동형 타일(AT, active Tiling)이라고 불리는 전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2003년에 QinetiQ사가 개

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전자적으로 번지를 지정하는 공간광변

조기(EASLM, electrically addressed SLM))에서 빠른 프레임 

률과 광학적으로 번지를 지정하는 공간광변조기(OASLM, 

optically addressed SLM)의 비픽셀화 구조의 이점을 모두 활

용한 것이다. 그 결과로서 이 시스템은 이전에 도달할 수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총 픽셀 개수를 제공함으로써 완전 시차

의 3D 컬러 이미지를 재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AT 방식은 

이전의 MIT의 Holovidio 시스템의 36×106 픽셀 성능을 능가

하는 전자 홀로그래픽 변조 시스템으로 기록되었다.[50, 71]

AT 방식의 대표적인 채널 환경은 1024×1024 바이너리 픽

셀 및 2.5 kHz 구동 프레임률을 갖는 실리콘 위의 강유전체 

결정(FLCoS, ferroelectric crystal on silicon)형 EASLM 1개, 

비정질 실리콘 포토센서를 사용한 OASLM 1개, 강유전체 

액정 출력층, 유전체 거울, 바이너리-위상 회절광학소자(DOE), 

복제를 수행하는 5×5 배열로 분할된 굴절 광학부, 그리고 광 

차단층으로 이루어지며, 각 채널을 위한 출력부는 26×106 개

의 픽셀들로 구성된다. QinetiQ사의 AT 방식 시스템은 2.2× 

106 pixels/cm2 이상의 고 픽셀 면적 밀도를 갖는다. 여기서 

각 채널은 모듈화 되어 있으며, 원하는 총 픽셀 수를 충족하

기 위해서 2차원적으로 평행하게 쌓이도록 디자인된다. 이 

시스템은 바이너리 픽셀 간의 간격(pixel pitch)을 6.6 μm로 

설정하였고, 단색광 및 FSC(field-sequential-color) 작동 방식

에서 갱신 가능한 1×4 채널(104 Mega 픽셀)로 모듈화되며, 

나아가 더 큰 시스템들을 위한 빌딩 블록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디자인은 동영상의 갱신 속도를 전반적으로 유지하

면서도 데이터가 기록되는 픽셀들의 수는 더 많아지도록 도

와준다. 이 변조 장치는 크게 두 부분 즉, 그림 39(a)와 같이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이미지 엔진인 바이너리 EASLM과 이 

EASLM에서 나온 다중 이미지들을 포커싱한 후 OASLM쪽

으로 투사시키는 복제 광학계로 이루어 진다. 여기서 전도체

들로부터 나온 전기적 신호들을 사용하는 EASLM는 컴퓨터

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요소들을 빠르게 표시할 수 있는 특

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광을 변조시키기 위해서 빛의 세기

에 의한 패턴들을 사용하는 OASLM는 디지털 홀로그램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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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0. Holographic display of Tokyo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Technology.

FIG. 41. Holographic display of ETRI.

TABLE 7. Domestic research projects for real 3D display

Project Project title Period Research fund Participating institutions

MSIP

Giga Korea Project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Terminal with Digital Holographic 

Table-top Display

2013.09~

2021.04

Government contribution: 

total 51 billion won

(3.7 billion won in 2013)

14 institutes including 

ETRI

MSIP

Giga Korea Project

Development of Super Multi View 

Device Supporting Realtime 

Interaction

2013.09~

2018.04

Government contribution: 

30.7 billion won 

(2013 30.08 million won)

9 institutes including 

KIST

MSIP

Giga Korea Project

Development of Interactive and 

Realistic Massive Giga-Content 

Technology

2013.09~

2018.04

Government contribution: 

38 billion won

(2013 30 million won)

7 institutes including 

ETRI

MSIP

Engineering Research 

Center (ERC)

HoloDigilog Human Media 

Research Center

2011.09~

2018.08

Government contribution: 

10 billion won

8 institutes including 

Kwangwoon University

※ MSIP: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ing

턴들을 광학적으로 저장하고 3D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EASLM의 프레임과 동기화 되어 있는 셔터들이 

OASLM의 기록 면에 패턴을 만들기 위해 순차적으로 열리

게 함으로써 결국 OASLM 전체가 빠르게 갱신될 수 있다. 

확대 가능한 타일을 붙이는 방식으로 109 정도의 필셀 수를 

가질 수 있다. 그림 39(c)는 공간적으로 멀티플렉스된 3.8× 

1010개의 픽셀들을 사용하여 복원된, 완전 시차(full parallax)

를 갖는 3D 이미지 사진들이다.

이러한 AT 방식의 SLM 시스템은 연속적인 변조 평면을 

만들기 위해 다중 채널들이 하나로 조립되는 형식으로 설계

된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장점은 다른 제품들로 응용할 경

우에 요구되는 성능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개조될 수 있

다. 그러나, QunetiQ사의 AT 접근법은 대화면으로 확장에 

드는 고 비용, 시스템 자체의 두께 및 무게 문제, 그리고 실

시간 동영상 구동의 어려움 등과 같은 해결해야 하는 한계점

들을 갖고 있다. 

동경농공대에서는 그림 40과 같이 한 개의 DMD(Digital 

Micromirror Device)와 두 개의 실린더 렌즈를 이용하여 시

분할 방식의 수평 주사 홀로그래피를 제안하고 연구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높은 프레임 속도를 갖는 DMD에 홀로그램 

패턴을 띄우고 이를 실린드리컬 렌즈를 이용하여 수평 방향

으로 축소하고 수평 방향의 스케너를 통하여 영상을 스켄 하

게 된다. 이와 같은 수평 방향의 축소로 작은 픽셀의 크기를 

구현 하였다. 그리고 수평 스켄을 통하여 시간적으로 다중화 

하여 픽셀의 수를 늘렸다. 높은 프레임 속도가 가능한 SLM

으로 초당 약 1 만장의 화상 표시가 가능한 DMD를 사용하

여 초당 60프레임의 이미지 표시하고 있다.[50, 72]

한국의 ETRI에서는 20인치급 LCD 패널을 이용한 대화면

의 양안식 천연색 3D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개발하였

다.[73] 광변조를 위해 사용한 LCD패널은 IBM의 T221로 픽

셀 피치가 124.5×124.5 μm이며 픽셀 수는 3840×2400개 이

다. 홀로그램의 회절각은 홀로그램이 기록된 매질의 픽셀 피

치와 반비례하므로 픽셀피치가 124.5 μm인 패널만으로 시청

자가 만족할만한 충분한 공간대역폭을 갖도록 하는 홀로그

래픽 디스플레이 구현이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ETRI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서는 SLM을 통해 복

원된 홀로그램 영상을 관측자의 좌우안 동공에 정확히 집속

하여 양안 홀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큰 픽셀피치로 인한 좁

은 시야각 한계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20인치급 대면적 공간 

광변조 액정패널을 이용하여 구축한 ETRI의 홀로그래픽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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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레이 시스템을 그림 41에서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재 범부처 Giga Korea 사업을 통하여 360도 시청 

가능한 홀로그래픽 3D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다.

3.4. 향후 디지털 홀로그래피 3D 기술 연구개발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홀로그래피 기술의 핵심

은 공간 광 변조기의 제한된 대역폭을 개선하여 위하여 초고

해상도의 패널을 개발하거나 제한된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광학적인 방법, 공간 또는 시간 분할 방법을 

이용하여 전체 시스템의 대역폭을 향상시키거나 단일 사용

자를 위한 추적 기술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홀로그래피 영상

을 관찰자에게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이러

한 시스템은 어떠한 패널을 기반으로 하여 3차원 홀로그램 

영상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향후 홀로그램 가상

현실 공간 구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패널을 통해서가 아닌 자

유 공간상에 3차원 홀로그램을 표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

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표 7과 같은 다

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 범부처 기가코리아 사업으로서 디지털 홀로그래픽 

테이블탑형 단말 기술 개발, 실시간 인터랙션을 제공하는 초

다시점 단말 기술 개발, 기가급 대용량 양방향 실감 콘텐츠 

기술 개발이 수행중이다. 이들 과제들은 자유공간상에 홀로

그램 영상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 이전에 초고해상 SLM 등

을 사용하여 3차원 홀로그램 영상을 표현하는 기술 및 관련 

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광운대학교 ‘홀로디지로그 휴먼미디어 연구센터’에

서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같은 공간상에 공존하며 서로 

감성적 교감을 가능케 하는 차세대 홀로그램 휴먼미디어 기

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IV. 결    론

본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안시차 

방식에 기반 한 3D 디스플레이 기술은 Real 3D를 보여주기

에는 여러가지 기술적 한계가 있고, 결과적으로 실제 사용할 

경우 눈의 피로 및 어지러움을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Real 3D 영상의 구현을 위해서는 인간

의 시각과 거의 흡사한 구조와 원리를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Real 3D 기술로서 집적영상(Integral-imaging) 방식과 홀로그

래피(Holography) 방식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Real 

3D 센싱, 이미징, 디스플레이 관련 알고리즘 및 시스템 연구

개발이 국내외적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두 기술은 모두 1900년대 초/중반에 제안되었지만 주변 

소자의 부재로 인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최근, CCD, LCD, DMD 등의 주변 소자의 발달로 인하여 최

근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주변 소자 기술의 

발달로 더욱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기존의 전방 직시형 디스프레이에서 모든 방향에서 자유

공간상의 조작이 가능한 3차원 영상을 볼 수 있는 테이블형 

디스플레이로의 발전이 예상된다.

앞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모든 방향에서 시청 가능한 3차원 

공간영상에 인터랙션 기능이 추가되어 사람과 홀로그램 간

에 감성적 교감을 가능케 하는 휴먼-홀로그램 인터랙션(Human- 

Hologram-Interaction: HHI) 기술의 출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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