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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홀로그램을 이용한 비즈니스 활동이 유사홀로그램을 이용한 활용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

대 3면 혹은 4면을 이용한 유사 홀로그램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며, 콘텐츠로서 건물을 3D(dimension) 모델링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을 활용하여 홀로렌즈에서부터 유사 홀로그램을 위한 건축물 표현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또한 모델

링의 단점인 실사 모습을 반영하기 위해서 실제 건물의 표면을 사진촬영을 통해 3D 모델에 반영함으로써 객체의 3D 
표현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실질적인 건물을 AR/VR/MR 등 가상의 공간에서 보여지는 여러 방법들 가

운데 홀로그램을 통해 공간상에 가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건축물 혹은 문화재 등 다양한 소재를 

홀로그램으로 실감 표현이 향상될 것이다.

ABSTRACT 

Business utilization of holograms is widely used as a similar hologram. The use of holograms has been proposed in 
many cases. In this paper, we present an outline of similar holograms using up to 3 or 4 facets, and express the similar 
holograms using the results produced by 3D modeling for a building from dealing with the representation of buildings 
from hololens to pseudo-hologram by using 3D modeling results. In addition, to reflect the real image of the disadvantage 
of modeling, we propose a method to enhance the 3D expression of the object by reflecting the actual building surface 
on the 3D model through photographing. Virtual building seen by the human eye can be virtually shown in space through 
a hologram among various methods shown in a virtual space such as AR / VR / MR. Through this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express holograms of various materials such as buildings or cultural properties with enhanced re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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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실감형 디지털콘

텐츠는 사용자에게 영상을 통해 몰입감과 현실감을 높

여서 더욱 실감 있는 표현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구글을 비롯하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및 DAQRI 같은 

회사들은 증강현실에 대한 투자와 제품을 출시하여 기

술선도를 주도하고 있다[1]. 
이와 같이 디바이스의 소형화는 사용자로 하여금 편

의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접근성을 보다 용이

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가상현실 제품 외 증강현실과 

혼합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제품들은 소형화, 편의성 및 

다양화 등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그램 디바이스는 진정

한 홀로그램 디바이스 활용보다 유사 홀로그램 디바이

스 활용으로서 매우 제한적인 제품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홀로그램은 Holo와 Gram 합성어로서 전체를 의미하

는 Holo와 정보 혹은 의미를 나타내는 Gram의 합성어

로서, 홀로그램은 스크린 없는 디스플레이로서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객체를 3차원 입체로 묘사하는 기술로서 

빛의 상호 간섭으로 필름 위 혹은 유리판 등에 간섭된 

빛이 기록되어 진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3차원 입

체영상은 1세대 양안식 스테레오 3D로 시작하여 다시

점, 초다시점 등 점차 완전한 시차(parallax)를 제공할 수 

있는 홀로그래픽 3D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2]. 
빛의 간섭을 통해 사람의 시각을 통해 영상으로 보여 

지는 것이 홀로그램이다. 또한, 사물의 모습을 본다는 

의미로서, 실사로부터 반사 혹은 회절되어 전파되는 빛

의 분포를 기록하고 재현하는 기술로서 공간상에 실사 

수준의 사물 객체를 표현하는 것이 홀로그래피이다. 

Fig. 1 Development direction of holographic technology

홀로그램의 장점으로 안경 등 보조적인 장치를 착용

하지 않고 입체적인 객체를 실사 수준의 영상으로 구현

해 낼 수 있는 최고의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초기 단계

인 홀로그램은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작가의 

상상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무대영상 기술 및 공

연 등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극, 콘
서트 및 전시 영역과 공영에 이르기까지 활용 범위가 확

대되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K-pop 및 외국 유명 가수 홀로그램이 등

장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지리적으로나 기술적으

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홀로그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

양한 홀로그램 공연이 시도되고 있다. 입체무대영상 기

술로서는 프로젝션 매핑(projection mapping), 인터랙티

브 미디어(Interactive media), 홀로그램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홀로그램 분야는 정부 차원에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보

통신(ICT) R&D 중장기전략’ 10대 핵심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여 2020년까지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표준

화 및 기반 인프라 조성을 위한 투자를 밝혔듯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홀로그램 표현 기술은 진

정한 빛의 굴절과 간섭 이용, 레이저 빔 제어 기술 부족

으로 인한 광학기술의 한계, 빛 간섭현상 및 매우 큰 데

이터 처리기술 부족 등으로 디바이스 개발 및 활용은 어

려운 실정이며, 특히, 문화재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홀

로그램 실사 표현은 부재한 상황이다. 그만큼 홀로그램 

개발 수준은 시장 초기 혹은 연구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볼 홀로그램은 하나의 디스플레

이 패널, 즉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다면 하프 미러를 

활용하여 영상이 허공에 뜬 것처럼 보이게 하는 플로팅 

홀로그램(Floating hologram) 기술 제작에 관하여 살펴

본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건축물 홀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객체 모델링과 모델링을 통해서 획득한 객체를 

홀로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며, 향후에 

홀로그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활

용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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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연구

플로팅 홀로그램 원리는 영국 발명가 헨리 더크

(Henry Dirk)가 1862년에 발명한 것으로서 극장에서 공

연에 이용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이다. 플로팅 홀로그램

에서 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하프 미러(Half mirror)를 

들 수 있다. 하프 미러는 반사율과 투과율이 절반인 경

우가 대부분으로서 파장에 따라 변화 및 흡수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3]. 플로팅 홀로그램은 반사를 통해 디

스플레이 패널에서 출력되는 입사광을 반사시켜서 표

현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유사홀로그램으로 분류되고 

있다. 오늘날 시장에서 상용화된 홀로그램 기술은 플로

팅 방식의 3D 홀로그램 기술로서 홀로스크린(Holoscreen)
이나 홀로그램 피라미드(Hologram pyramid)의 기초 원리

가 된다[3]. 
홀로그램 피라미드 구현은 3면, 4면 등 앞면, 뒷면, 좌

우측면 등을 활용한 3면, 4면의 이미지를 제작하여 유리 

혹은 투명 재질에 투과하는 플로팅 입체 구현 방식으로 

생성한다. 생성된 입체 영상의 품질은 객체를 보여줄 프

로젝터 혹은 모니터의 해상도와 밝기 및 투명 유리 재질

에 따라 객체의 이미지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

니라, 3D 모델링을 통해 제작된 객체의 실사 표현은 유

사한 색상 선택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실사표현에 한계

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문화재 및 건축

물의 표면 정보 스캐닝을 통한 실체감 향상 방안을 다루

고자 한다. 
홀로그램에 대한 주요 기술가운데 홀로그램 획득 기

술은 물체로부터 빛의 크기와 위상 분포를 기록한 것이

며, 주로 CCD, 필름 등 수광 소자는 빛의 크기에만 반응

하므로 위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획득할 수 없어서 간섭 

현상을 이용한 간접 위상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사용

한다[4]. 3차원 영상을 표현하는 수학적 모델에 따라 홀

로그램을 계산적인 방법으로 합성하여 나타내는 CGH 
(computer generated holography) 기술로 홀로그램을 생

성하고 있다. 따라서 홀로그램에서 생성은 실시간으로 

3D 영상 데이터를 실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목적이다. 
홀로그램 압축과 전송 기술에서는 3차원 영상 정보 

자체를 압축하여 전송하고 수신단말기에서 CGH를 생

성하여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방법과, 송신측에서 직

접 CGH를 생성해서 압축 전송하여 수신 단말에서 압축 

해제와 홀로그램 데이터 복원을 통한 디스플레이 구동 

방법이 있다[3]. 현재 기술에서는 홀로그램 데이터 압축

을 위한 회절 특성의 유지와 압축이 연구개발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로서 빛의 

회절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회절 격자의 크기가 빛의 

파장에 근접해야 큰 회절각을 얻을 수 있으며, 사용자에

게 충분한 시야각 확보를 위한 공간 광변조기(SLM)의 

픽셀 크기 및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매우 중요한 기술개

발 요소이다[5,6,7]. 이외에도 헬스케어를 위한 정기 건

강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수요 증가,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급속한 지출 증대, 로봇 기술에 대한 투자 증 가 등

으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규모는 2020
년 4.6억 달러에서 연평균 38.7% 성장하여 2025년에는 

17.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8].

Ⅲ. 홀로그램제작 단계

3.1. 플로팅 홀로그램 제작 방법과 원리

최근 가상현실을 이용한 기술형태가 고글과 같은 장

치를 착용하여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가상 영상을 보

는 방식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가상현실 시장에서 AR/VR 
디스플레이 시장규모는 2018년에 21억 달러 규모에서 

2023년에는 11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AR 
디스플레이는 2018년에 4억 달러에서 연평균 70.2%씩 

성장하여 2023년에는 5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다. VR 디스플레이는 2018년에 17억 달러에서 연평균 

24.4%씩 성 장하여 2023년에는 51억 달러에 이를 것으

로 전망 한다[9].
그러나 이러한 시장규모 확장과 기술개발 방식은 사

용자가 가상 영상을 보기위해서 별도의 장치를 이용해

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홀로그래피 기술을 이용하여 홀로그램 영상을 통해 가

상의 공간에 객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작하는 플로팅 홀로그램은 일반적인 

피라미드 형식으로서 45도 기울어진 투명반사면에 비

춰진 원본 영상 소스를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다[10]. 일반적인 홀로그램 제작 처리 단계로서 그림 

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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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cesses for Digital Hologram Technology 
Development 

상기 그림 2에서 디지털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3D 모
델 데이터 획득에서부터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홀로

그램으로 표현된 가상의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며, 원리

는 그림 3에 나타내었다[3].

Fig. 3 Principle for Hologram Display

3.2. 3D 객체 생성 과정과 획득

그림 2 과정을 통해서 3D 객체 생성을 위해서 스케치

업 도구를 이용한 홀로그램 생성방법을 그림 4에서 제

시한 과정을 통해 생성한다. 먼저, 건축물 모델 생성을 

위한 단계로서 스케치업 도구를 이용한 건축물 3D 모델

링 과정을 적용한다. 스케치업 도구는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조경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3D 모
델링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증강현실 및 혼합

현실에 적용 가능한 객체 생성단계까지 적용한다. 

Fig. 4 Steps from Building Modeling to MR

Fig. 5 Components for 3D Building Modeling

그림 5에서는 건축물 3D 제작을 위해서 구성에 필요

한 요소를 컴포넌트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먼저 건

축물의 주요 구조에 대한 구성들과 천정 및 바닥에 대한 

구성정의가 요구된다. 건축물 자체에 대한 3D 모델링과 

함께 주변 구성들에 대한 구성정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상기 과정을 통해 구축된 3D 모델은 실제 문화재 혹은 

건축물 표면에 대한 정보획득을 통해 모델의 표면을 획

득한 정보 재질표현으로 반영한다. 이를 통해 3D 모델

을 통해 제작된 홀로그램의 실체감의 한계를 극복하여 

실감있는 홀로그램 표현이 가능하다. 

Ⅳ. 구현 및 결과

홀로그램 및 홀로렌즈용 건축물 시각적 표현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환경아래 3D 모델링 제작과 

홀로그램 표현을 진행하였다. 윈도우 10 엔터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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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환경과 개발을 위한 비주얼스튜디오 2017 개
발자버전 이상, 윈도우 개발도구(SDK), 홀로렌즈 에뮬

레이터, 유니티와 PiZYZ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또한 홀로그램 표현을 위해서 어도비사의 애

프터 이펙트 제품을 이용하였다. 

Fig. 6 3D Building Design

건축물 생성을 위한 과정 가운데 3D 객체 생성 과정

을 통해서 그림 6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림 6과 그림 7
은 스케치업 도구를 이용하여 3D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로서, 본 건축물은 하나의 사례로 제작한 결과물이며, 
동일한 방법으로 생성된 3D 모델링 결과물은 애프터 이

펙트 도구를 활용하여 홀로그램으로 제작한 결과 예시

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Fig. 7 Result of 3D Building Modeling 

그림 7을 통해 생성된 3D 모델링 결과는 마이크로소

프트사의 홀로렌즈를 통해서 증강현실인 AR 형태로 확

인할 수 있으며, 3D 모델링을 통한 실감표현은 제작사

에서 제공하는 표현 방법의 한계로서 제한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축물 

표면 정보 획득을 통해 객체의 표면을 반영하여 제작한 

홀로그램 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Fig. 8 Snapshot of 3D Building Hologram 

Ⅴ. 결 론 

최근 가상현실 디바이스 기술개발은 디바이스의 소

형화 및 사용자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수준의 기술개발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그램 기술

개발과 하드웨어 기술개발은 기술개발의 난이도로 인

하여 매우 느리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진정

한 홀로그램 디바이스 개발과 콘텐츠 활용이 미흡한 반

면에 유사 홀로그램에 대한 기술개발은 상대적으로 빠

르게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유사홀로그램의 종류

로서 플로팅 홀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3D 객체 모델링 

제작 과정과 하나의 디스플레이 패널, 즉 디스플레이 장

치를 통해 다면 하프 미러를 활용하여 영상이 허공에 뜬 

것처럼 보이게 하는 플로팅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에 관

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3D 모델링을 통해 제작된 홀로그램 결과물의 

실감향상을 위해서 실제 문화재 및 건축물의 표면 정보 

획득을 통한 재질 반영 방법을 통해 실감있는 홀로그램 

표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건축물 홀로그

램 제작에 필요한 객체 모델링과 모델링을 통해서 획득

한 객체를 홀로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

았으며, 향후에 홀로그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콘

텐츠 제작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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