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뚝딱” 교사용 지도서 - 홀로그램

☞ 강의 Tip.

▩ 홀로그램의 용도와 가능성

이번 단원에서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해 알아보고, 카드보드를 만들어서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신용카드에 붙

가상현실을 관찰해봅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라

어 있는 홀로그램이다. 신용카드에는 위조 방지를 위

는 점을 구분지어 설명해주시고, 실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영화, 게임기, 놀

하여 반사형 홀로그램이 붙어 있다. 그래서 카드의 고

이기구 등의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문양을 표현한 3차원 입체영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장 매체로도 사용되고 있다. 홀로그램
은 평면의 정보를 한 점에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 홀로그램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들여다보듯이 홀로그램의 작은
조각으로도 전체 홀로그램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
홀로그램에 저장된 정보는 오염이나 파손에 매우 잘
견딜 수 있고, 용량면에서도 다른 저장 매체에 비해 우수하다. 나아가서는 연
속적인 영상을 재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홀로그램을 이용한
영화제작도 가능하며 사람의 골격구조를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므로 의학
적 용도로도 사용가능하다. 이밖에도 건축, 자동차 설계 등 각 분야에서 다양
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출처 : 두산백과

홀로(holo)란 그리스 어로 전체를, 그램(gram)은 그리스 어로 ‘메시지’ 또는
‘정보’란 뜻으로, ‘완전한 사진’이란 의미의 홀로그램은 어떤 대상 물체의 3차

☺ 재미있는 이야기

원 입체상을 재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각도에서 물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
니다. 이것을 처음 만든 사람은 1948년, 헝가리 태생의 영국 물리학자인 데니

라인, 홀로그램과 대화하는 AI홈로봇 내년 2월 日시판

스 가보입니다. 당시에는 레이저가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선명한 물체의 상
을 기록할 수 없었지만 이후 레이저가 발명되면서 선명한 홀로그램을 만들 수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 일본에서 인공지능

있었습니다.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무지개 홀로그램은 1970년대에 미국의 벤

(AI) 홈로봇 '게이트박스'를 판매한다. 라인은

턴에 의하여 개발되었습니다. 무지개 홀로그램은 좁은 간격의 슬릿을 물체의

내년 2월 '게이트박스' 시판에 앞서 이달 28

상과 같이 기록하고 재생할 때에는 홀로그램 앞에 슬릿(slit)의 영상이 같이 재

일부터 예약판매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생되어 이 슬릿을 통하여 물체의 상을 관찰하므로 상이 밝고 컬러로 재현된다
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이트박스'는 라인의 자회사 게이트박스에
서 판매하며, 네이버의 AI 플랫폼 '클로바'가 탑재돼 있다. 가격은 30만엔(약

출처 : Basic 고교생을 위한 물리 용어사전

300만원)이다.

“실험뚝딱” 교사용 지도서 - 홀로그램

'게이트박스'는 사람의 목소리와 시선

홀로그래피 영화에 대한 연구는 1960

을 인식할 수 있는 만화 캐릭터가 홀

년 후반부터 E.L.Leith 등에 의해 시작됐

로그램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홀로그

다. 1976년 모스크바의 러시아 국립영

램 캐릭터는 출퇴근 시간에 다정하게

화사진연구소(NIKFI)에서는 펄스 레이저

인사를 건네고 날씨와 뉴스를 묻는 질

를 사용한 카메라를 사용하여 초당 20

문에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다. 또 집

프레임으로 촬영한 홀로그래피 영화를

안의 여러 가전제품들을 작동할 수 있

제작한 바 있다. 안경을 사용하지 않고

다.

완전한 3D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지만

게이트박스는 현재 시판되는 AI스피커와 기능에서 비슷하지만 홀로그램 캐릭

단색이었고 시역이 좁아서 단지 몇 사

터가 이용자와 눈을 맞추고 대화한다는 게 다른 점이다. 라인은 이 제품의 슬

람만이 감상할 수 있었다. 이 밖에 프랑

로건을 '리빙 위드'(Living with)로 정하고, 혼자 사는 남성을 대상으로 판촉활

스, 일본에서도 연구되었으나 최근 홀로

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래피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내년 3월에는 가상 아이돌 캐릭터인 '하츠네 미쿠'가 홀로그램으로 나타나는

없었다.

게이트박스 제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하츠네 미쿠'는 현재 일본에서 가장 영

이에 홀로그램 생태계 조성 및 저변확

향력있는 가상 캐릭터다. 라인은 "마치 '하츠네 미쿠'와 함께 살고 있는 듯한

대를 위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러시아에서 제작된 홀로그래픽 3D 영화

느낌을 주도록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게이트박스' 국내 출시 계획은 아직 공

제작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시연되었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홀로그래

개되지 않고 있다.

픽 3D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광운대학교의 필
출처 : 뉴스1

☺ 재미있는 이야기
홀로그래픽 3D 조에트로프(Zoetrope) 제작 시연

립 종테는 홀로그래픽 3D 조에트로프(Zoetrope) 제작 세미나를 통해 컬러 홀
로그램과 3D 조에트로프 제작을 설명하였고, 앨러릭 하마처 교수와 함께 모든
과정을 3D 영화로 제작하여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기존의 조에트로
프와 달리 실내조명이 있는 상태로도 감상이 가능한 12프레임의 홀로그래픽
3D 조에트로프를 전시해 참가자들의 많은 찬사를 받았다.
현재는 서로 다른 동작을 갖는 개개의 물체를 사용하여 홀로그램을 제작하였

국제 표준화 선점의 필요성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ICT 표준화

지만 홀로그래픽 프린터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3D 모델 데이터로부터 직접

포럼으로 선정된 홀로그램포럼(위원장 이승현)이 지난 11월 8~9일, 신사동 롯

홀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단편 홀로그래픽 애니메이션이 쉽게 제작

데시네마에서 ‘홀로그래픽 3D 영화 제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될 수 있을 것이며, 곧 영화 속의 홀로그램이 아닌 홀로그래픽 3D 영화가 출

홀로그래피는 물체로부터 반사 또는 회절 되어 전파되는 빛의 분포를 기록
및 재현하는 기술로, 공간상에 실사에 대한 상을 완벽하게 재생하여 관찰자에
게 눈의 피로감 없는 3D 입체감을 제공한다.

시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출처 : 베타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