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학생창의자율과제 제출양식]

센터명/총괄책임자 홀로그램융합기술연구센터 / 김 남
학생창의자율과제명

참여인력 현황  소속 :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연구기간 2019. 01. 01 – 2019. 12. 31
연구 필요성

- 홀로그래픽 기술은 현재 스테레오그램 방식의 경우 홀로그램의 품질 및 기술 수준이 상용 수준에 도

달하였으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부자연스러운 3차원 영상이 재생될 수 있다. 반면 파면 방식의 

경우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 파면 방식 홀로그래픽 프린팅은 3차원 영상의 프린팅 뿐만 아니라 홀로그램 광학소자 (HOE)를 제작

할 수 있다. 즉, 기존 광학 렌즈, 미러, 광학 필터 등을 프린팅 기술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나 현재 홀로그래픽 광학소자의 균일한 색상 및 자연색 구현에 대한 문제, 낮은 회절 효율, 낮은 

수평 해상도 등과 같은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 판면 (Wavefront) 프린팅 기술을 위한 풀 컬러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 알고리즘 개발

- 최적화된 Wavefront 프린터 시스템의 광학적 구현

□ 주요내용

- 3D 객체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추출

- 광학소자 특성 구현을 위한 CGH 알고리즘 개발

- 3차원 디스플레이 응용을 위한 풀 컬러 홀로그램 광학소자 프린팅
주요실적 / 구현결과

- 단색 (Monochromatic)파면 프린팅 기초 실험

(50x50 호겔 이하)

- 2 파장 CGH 알고리즘 개발, 색 상관성 연구

- 2 파장 파면 프린팅 실험 및 특성 분석

- 풀 컬러 파면 프린터 기술의 최적화 연구

- 파면 프린팅의 풀 컬러 CGH 알고리즘 개발

- 기록 매질 특성 분석

 

기존 방식의 광학 실험 결과

 

제안된 화질 개선 방법의 광학 실험 결과

활용방안 / 기대효과
- 파면 방식 홀로그래픽 프린팅은 3차원 영상의 프린팅

- 홀로그램 광학소자 (HOE)를 제작 가능: 광학 렌즈, 미러, 광학 필터 등을 프린팅 기술을 통해 구현

- 기존 DOE 혹은 정밀한 광학소자를 프린팅을 통해 간단히 구현할 수 있음



대회 참가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출자료 공개 및 성과조사 동의서
(학생창의자율연구과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학생창의자율과제』와 관련한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소속, E-mail, 학력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까지(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 제출자료의 공개

   ◦ 제출된 설명자료와 동영상은 ICT콜로키움 2020 홈페이지에 공개함을 동의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는 본 행사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참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þ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þ  동의하지 않음 □)

제출자료 
공개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제출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þ  동의하지 않음 □)

2. 성과조사에 관한 사항
 þ 학생창의자율과제 이후 제품화 여부, 창업여부, 제품판매 실적 변화 등 향후 성과

조사에 동의하며 현장확인, 자료의 열람, 사후관리 및 사업관련 자료 제출요청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성 명: DASHDAVAA ERKHEMBAATAR   (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