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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해상도, 풀 컬러, 넓은 시야각을 가진 3차원 영

상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은 이 분야를 연구

하는 과학자들의 오랜 꿈이었다. 많은 과학자들이

3차원 영상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홀로그래피

를 연구해 왔다. Gabor[1]가 제안한 홀로그래피는

3차원 영상의 저장 및 재생을 위한 가장 유용한 수

단중의 하나이다. 대다수의 홀로그램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는데, 이는 레이저의 높은 결맞

음 특성으로 인해 홀로그램을 생성하고 재생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레이저는 가간섭길이의 한계로 인해 3차

원 물체에 대한 홀로그램의 생성 및 재생에 있어서

폭넓은 응용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가간섭길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 인코히어런트 홀로그래피이다. 일반적으로 인

코히어런트 홀로그래피는 3차원 물체를 구성하는

각 지점의 위치와 빛의 세기를 프레넬 존 패턴

(FZP)으로 표현하며, 3차원 물체는 이러한 FZP의

중첩으로 표현될 수 있다. 

Mertz와  Young[2]에  의해 비간섭성 빛

(incoherent light)으로 조명된 물체의 홀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된 이래 인코히

어런트 홀로그래피는 3차원 영상의 구현을 위한 유

용한 기술로 간주되어 왔다.

지금까지 인코히어런트 홀로그램의 기록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발표되었다. Lohmann[3]과

Cochran[4]은 간섭계 배열을 이용한 인코히어런트

홀로그램 생성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Cochran은

수은등의 녹색선으로 조명된 점에 대한 홀로그램

생성을 선보였다. Peters[5]는 Cochran의 연구를

발전시켜 점이 아닌 문자와 단어에 대한 홀로그램

을 생성하고 재생하는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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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at과 Psaltis[6,7]는 비등방성 결정에서

ordinary와 extraordinary wave는 위상속도의 불

일치가 생긴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인코히어런트 홀

로그램을 생성하는 기술을 소개하였다.

최근에는 비간섭성 빛으로 조명된 점광원에서 나

오는 빛을 공간광변조기(SLM)에서 반사시켜 상수

항과 이차 위상항을 생성시켜 홀로그램 평면상에서

간섭을 일으켜 3차원 물체에 대한 인코히어런트 홀

로그램을 생성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8]. 

인코히어런트 홀로그래피는 매력적인 기술이지만

몇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주요한 단점중의

하나는 물체를 구성하는 점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홀로그램 평면에서 신호대 잡음비가 급격히 높아진

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인코히어런트 동축 홀

로그램이 재생될 때, 바이어스 및 실상과 허상이 동

시에 나타나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바이어스

와 공액영상은 재생된 영상의 질을 떨어뜨린다.

인코히어런트 홀로그램에 존재하는 바이어스

(bias)와 공액영상(conjugate image)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이 제안되었다. 일반적으로 신

호에 시간반송자나 공간반송자를 도입하여 전자회

로를 이용하여 바이어스와 신호를 분리하였다[9-

11]. 이러한 방법들은 시간과 공간적인 변수를 도입

할 수 없는 시스템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또한, 시

간적인 반송자를 이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스캐닝하

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실시간으로 바이어스와

신호를 분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리고 앞에

언급된 방법들은 원하는 신호만 따로 분리해내기

위한 것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Sirat은 이러

한 방법을 인코히어런트 홀로그래픽 시스템에 적용

시켜 바이어스와 원하는 신호를 따로 뽑아낼 뿐만

아니라 얻은 신호를 결합시켜 실상과 허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2]. 이 방법은 전자회

로가 필요없고 스캐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전의 방법과 비교하여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문에서는 인코히어런트 홀로그래피의 일반적

인 원리와 다양한 기술 및 응용분야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Ⅱ. 인코히어런트 홀로그램 생성의
기본원리

비간섭성 빛으로 홀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다. 지금까지 제안된 모

든 기술들이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

지만, 그 기술들은 인코히어런트 홀로그래피의 가

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각 물체의 점을 FZP로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인

코히어런트 홀로그래픽 시스템은 전단(shear)을 일

으켜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한 물체에서 나온

두 파면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하며, 전단은 회전

[13,14]과 반경방향[3,4,15]에 대하여 일으킬 수 있

다. 그런데, 깊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반경방향

전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반적인 인코히어런트 홀로그래픽 시스템은

<그림 1> 인코히어런트 홀로그래픽 시스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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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과 같다. 홀로그래픽 시스템은 물체의 모

든 점에 대하여 전단에 의해 FZP(Fresnel Zone

Plate)로 알려진 간섭무늬를 이미지면에 투사한다.

점들의 깊이에 대한 정보는 FZP 링의 밀도로 암호

화되는데, 시스템에 가까운 점의 링의 밀도가 먼 곳

에 있는 점보다 링의 밀도가 낮다. 물체의 각 점에

대한 FZP가 중첩된 형태의 홀로그램을 재생하면

이미지면에서 각 점은 다른 축상에서 초점이 맺혀

영상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인코히어런트 홀로그

래픽 시스템을 이용하여 3차원 물체는 수 많은

FZP가 중첩된 형태의 홀로그램을 얻을 수 있고, 이

를 재생하면 각 점광원에 대응하는 FZP는 초점거

리가 다른 렌즈 역할을 하므로 이미지면에서 기록

한 3차원 물체의 복원영상을 얻을 수 있다.

Ⅲ. 인코히어런트 홀로그래피의 종류

1. Lohmann 홀로그래피[3]

Lohmann은 비간섭성 물체 또는 발광 물체의 홀

로그램 생성을 위한 몇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

본적인 개념은 각 물체의 점에서 오는 구면파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있다. 두 개의 파면은 결합하여

간섭패턴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두 구면파는

물체의 동일한 한 점에서 오기 때문에 간섭이 일어

나게 된다. 두 개의 파형이 구면파이고 다른 곡률반

경을 가지고 있다면, 간섭패턴은 FZP 형태를 가지

게 되며, FZP 패턴의 중심점은 두 구면파의 중심과

동일선상에 위치한다.  

<그림 2>는 Lohmann이 제안한 비간섭성 물체

에 대한 홀로그래픽 시스템을 보여준다. <그림 2>

에서 빔의 두 부분은 진폭 분할(a), 회절에 의한 분

할(b), 분할된 개구부(c,d)에 의해 이루어진다.

진폭분할은 마이켈슨 또는 마흐젠더 간섭계를 이

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그런데, 복굴절 이중초점렌

즈(a)를 이용하면 간단하고 강인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중 초점렌즈 앞 뒤에 편광

판을 하나씩 배치해야 하는데, 이는 두 부분이 간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두 개의 편

광판은 편광축이 평행해야 하며, 이중 초점렌즈의

결정축에 대해서는 45회전된 상태여야 한다. 

<그림 2> Lohmann이 제안한 인코히어런트 홀로그래픽 시스템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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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각간섭계

<그림 3>의 Cochran 삼각 간섭계[4]는 인코히어

런트 광원에서 발산되는 빛이 광분할기에서 분할되

어 하나는 시계방향으로 다른 하나는 반시계방향으

로 진행한다.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렌즈배율

이 다르도록 조정함으로써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

으로 진행한 빛은  출력면에서 위상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 위상차로 인해 관측자나 광검출기로 간섭

패턴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림 3>에서 A면은 렌즈 L1과 L2로부터 각각

f1, f2만큼 떨어진 평면이며 B면도 마찬가지이다. 미

러와 미러 사이에는 밴드패스 필터가 위치해 있으

며, 물체에서 반사된 빛을 좁은 파장대를 가지는 빛

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백색광원을 사용하면, 점광원에서 나오는 빛에는

파장이 다른 빛들이 혼재되어 있으나 필터에 의해

출력면(B면)에서는 특정한 파장만이 도달하게 되며

다른 점광원간에는 간섭무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점광원에서 발산되는 빛은 출력면

에서 특정한 파장에 의한 간섭무늬 즉 FZP를 만들

게 된다. 

삼각간섭계를 이용하여 만든 홀로그램은 바이어

스와 공액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삼각 간섭계를 이

용하여 얻은 홀로그램을 재생할 때, 복원된 영상은

바이어스 및 분리되지 않은 공액영상이 존재한다.

3. Conoscopic holography 

코노스코픽 홀로그래피는 단축결정에서의 빛의

전파를 토대로 한다[6,7,12]. 단축결정에서 복굴절

은 광경로상에서 빔의 진입각도에 따라 굴절률이<그림 3> 삼각간섭계

<그림 4> 코노스코픽 홀로그래픽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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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빔이 복굴절 결정을 통

과하고 한쌍의 편광기를 통해서 보면 기록면에서

간섭무늬가 관측된다.

다른 유사한 홀로그래피와 마찬가지로 각 점광원

은 점광원의 횡축과 종축 위치를 암호화하는 FZP

를 기록면에서 만들며, 홀로그램은 FZP들의 중첩

으로 이루어진다. 코노스코픽 홀로그래픽 시스템은

<그림 4>와 같이 원형편광기 사이에 단축결정이 위

치해 있으며, 결정에서 각 점광원에서 나온 단색파

는 두 개의 파로 분할되어(ordianry wave와 ex-

traordianry wave) 다른 속도로 진행하게 된다. 두

개의 파는 출력 편광기에 의해 결합되어 위상차가

진폭변조로 바뀌게 되어 FZP을 만들게 된다.

코노스코픽 홀로그래피와 기존방식 홀로그래피

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코노스코픽 홀로그래피에서

는 신호와 기준빔이 동일한 기하학적인 경로를 거

치면서 다른 광로의 길이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그림 5>의 (a)는 FOURIER 문자에 대한 홀로그

램을 보여주고, (b)는 홀로그램을 재생한 영상을 보

여준다. 재생영상은 동축상에서 얻어진 것이므로,

바이어스와 공액영상들이 복원시 중첩되어 나타나

게 된다.

4. 변형 삼각간섭계

변형 삼각 간섭계[16]는 삼각간섭계의 단점을 개

선하여 바이어스와 공액영상이 제거된 복소홀로그

램을 얻을 수 있는 수동소자로 구성된 시스템이며

<그림 6>과 같다. 그림에서 Linear polarizer는 선

형편광기를, 그리고 wave plate는 파장판을 나타내

며, lens1과 lens2는 초점거리가 각각 f1과 f2인 렌즈

들이다. PBS(Polarizing Beam Splitter)는 편광 광

분할기를 나타낸다. 변형 삼각계에서 파장판과 선

형편광기를 제거하면 기존의 삼각간섭계와 같다.

변형 삼각간섭계에서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으

로 진행하는 빛이 출력면에서 더해지게 되는데, 출

력면쪽에 위치한 선형편광기와 파장판을 이용하여

두 빛의 상대적인 위상차를 조절함으로써 출력면에

서 4가지의 빛의 세기를 얻을 수 있다. 

<그림 6>에서 좌표가 (x0, y0, z0)인 점광원의 파장

을 λ라고 하자. 그러면 출력면에서의 점광원에 의한

PSF (point spread function)는 선형편광기의 회전

(a) 홀로그램 (b) 재생영상

<그림 5> Fourier문자에 대한 홀로그램과 재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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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파장판의 위상지연(phase retardation)의 4가지

조합 및 프레넬(Fresnel) 근사식을 이용하면 <표 1>

과 같이 주어진다.

표에서 코사인항의 조합에 의해 물체의 3차원 정

보가 포함된 위상          를 가진 복소홀로그램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결합하여

바이어스와 공액영상이 제거된  복소홀로그램을 얻

을 수 있다. <그림 7>의 (a)와 (b)는 점광원에 대한

복소홀로그램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타내며, 그림

(c)는 복소홀로그램을 재현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림 6> 변형 삼각간섭계

선형편광기의 방위각 파장판의 위상지연 PSF

0도

45도

-45도

<표 1> 파장판과 선형편광기의 조합에 의한 빛의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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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기존의 삼각간섭계에 존재했던 바이어스

와 공액영상에 의한 영향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5. 프레넬 인코히어런트 상관 홀로그래피

(FINCH: Fresnel incoherent correlation

holography)

FINCH 홀로그래픽 시스템[8]은 <그림 8>과 같

다. 그림에서 3차원 물체가 백색광으로 조명되고,

물체에서 반사된 빛은 렌즈 L과 공간광변조기

(SLM)을 통과한 후에 CCD카메라에서 획득된다.

여기서 공간광변조기에서는 격자를 표시하여 광분

할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SLM의 반사함수

는 상수항과 이차 위상함수의 합으로 표현된다. 그

러면 평면파가 SLM에서 반사되면 반사 평면파와

반사구면파가 만들어지게 된다. 

(c)(b)(a)

<그림 7> 점광원에 대한 복소홀로그램의 (a)실수부와 (b) 허수부 및 (c) 재생 이미지

<그림 8> FINCH 홀로그래픽 시스템 및 FINCH 홀로그램 복원영상

(a) (b) (c)

(d) (e) (f)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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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3차원 물체의 점광원에서 생성된 구면파

는 SLM에서 두 개의 곡률반경이 다른 구면파를 만

들고 CCD에서 두 구면파의 간섭으로 인코히어런트

홀로그램이 생성된다. 이 때 만들어진 홀로그램은

상수항과 공액영상들의 합이다.

FINCH는 지금까지 나온 인코히어런트 홀로그래

피 방식중에서 시스템이 가장 단순하고 구현이 용

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분야에 응용이 가

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인코히어런트 홀로그래피의 응
용분야

인코히어런트 홀로그래피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인코히어런트 홀로그래피를 이용하여 유

체속에 존재하는 입자의 이동속도의 측정[17], 눈의

각막수술을 할 때 각막이 제대로 절제되고 있는 지 파

악하기 위해 각막의 윤곽 지도 작성[18] 및 거리 측정

[19]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바이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현미경 시스템[20] 구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Ⅴ. 결 론

최근에 영화 아바타로 인해 3차원 영화나 TV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현재 출시되고

있는 3차원 TV의 경우 2차원 화면에서 3차원 영상

을 시청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완전한 3

차원 영상의 구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완전한 3

차원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홀로

그래피 기술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인코히어런트 홀로그래피는 레이저 홀로그래피

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되어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

나 인코히어런트 홀로그래피의 가장 단점중의 하나

인 신호대 잡음비가 낮은 문제로 인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다양한 방법으로 바

이어스와 잡음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인코히어런트 홀

로그램을 기존 방식보다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강인

한 시스템이 발표됨으로써 향후 인코히어런트 홀로

그래피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응용분야도 넓어질 것

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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