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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위상 홀로그램인 키노폼에 대한 기본원리를 설명하고

키노폼 설계 방법 중 수정된 반복 푸리에 변환 알고리즘을 이용한

키노폼 설계 방법과 설계된 키노폼과 공간 광변조기를 이용한 디

스플레이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키노폼 응용 기술에 대한 소개와

국내외 동향을 살펴본다.

Abstract

Basic principles of kinoform which is a phase hologram,

kinoform design using a modified iterative Fourier

transform algorithm, and display technology of the

kinoform using a spatial light modulator are introduced.

Kinoform applications,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for those are also introduced.

Ⅰ. 서 론

홀로그라피 기술은 물체파의 진폭만을 기록하는

2차원 사진과는 달리 물체파와 기준파의 간섭에 의

해 생기는 위상과 진폭을 가진 홀로그램을 필름 등

에 기록하여 삼차원 물체를 재생하는 기술로 1948

년 Dennis Gabor[1]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필름에 기록 하는 기존 홀로그램 방식을 탈피

하여 컴퓨터에 홀로그램 정보를 저장하여 물체를

재생하는 기술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1960년 결맞

음성과 방향성을 가진 레이저가 발명되면서 레이저

를 사용하여 홀로그램으로부터 물체를 재생시키는

기술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그 후 빠른 데

이터 처리 속도와 정보저장 능력을 가진 컴퓨터의

발전과 디지털 광학 기술을 결합하여 기존에 사용

한 필름대신 CCD 카메라에 기록하는 디지털 홀로

그래피 기술은 Goodman [2]에 처음으로 구현되고

Schnars [3]에 의해 최초로 CCD에 홀로그램이 기

록되었으며, CCD 성능의 발전과 함께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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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CGH) 형태는

Lohmann [4], off-axis 형, 간섭호형, Lee 형 [5],

키노폼 등이 있는데 이 중 키노폼은 다른 CGH와는

달리 진폭이 일정하고 위상만이 변화하는 고효율

컴퓨터 생성 위상 홀로그램이다. 이론적으로 키노

폼의 효율은 100%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위상 정보

를 추출하기 위하여 제안된 여러 가지 방법들 중

Gerchberg-Saxton [6]이 개발한 반복 순환 푸리

에 변환 (IFT) 알고리즘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위상

추출 시간과 설계의 간편성 등으로 현재까지 많이

이용되고 있는 키노폼 위상 설계 방법이다. 본 논문

에서는 수정된 IFT 방법의 기본 원리와 설계 방법

을 논의하고, 키노폼 응용분야, 국내외 동향에 대하

여 기술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기본 원리 및 배경, III장은 IFT 알고

리즘을 적용한 키노폼 설계, IV장은 키노폼 응용분

야, V장은 키노폼 설계에 관한 국내외 동향에 관해

기술한다.  

II. 기본원리 및 배경

위상을 이용한 기술은 레이저 간섭계를 적용한

삼차원 표면 측정 기술, 디지털 홀로그라피, CGH

등 많은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위상 추출 방법

들이 각 분야마다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추출 방법

이 연구되고 있다. 이진 Damman 위상 격자는 설

계는 단순하지만 회절 효율이 낮으며 자유자재로

물체 빔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1966년에 Lohmann 등은 CGH를 셀에 기반을 둔

인코딩을 통해 광정보 처리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

다. 이러한 셀 기반의 CGH는 고효율, 고품질을 위

해 점 기반으로 변화되었다. 1969년에 Lesem 등은

고효율을 가진 위상만을 가진 CGH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술들은 방대한 량의 메모리를 요구하는

컴퓨터 기술의 요구로 인해 1980년대에 약간이 쇠

퇴기를 가진 후 1990년대 컴퓨터 속도와 메모리의

발전으로 기인하여 새롭게 부각되었다. Seldowitz

등은 직접 이진 조사 알고리즘을 사용한 반복 방법

을 제안하였다. 그 후 Wyrowski 등은 잡음이 적은

고효율 위상 홀로그램 제작 방법에 대해 연구된 바

있다. 

키노폼의 위상 추출의 경우 많은 다른  위상 추출

설계 방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그 중 IFT를 적용한

설계 방법은 III 장에서 기술하며, 공간광변조기를

이용한 위상 홀로그램의 물체 구현은 IV장에서 기

술한다. 키노폼은 일정한 진폭을 가진 위상 홀로그

램으로 일정한 진폭을 가진 레이저 빔을 키노폼에

입사하면 키노폼의 각 점에서 레이저 빔이 위상 변

화를 하여 원하는 물체가 레이저 빔의 강도에 의해

공간상에서 재생되게 된다. 또한, 가간섭성이 작은

광정보 프로세스들은 위상에 민감하지 않지만 가간

섭성이 강한 광정보 시스템은 위상 정보에 민감하

여 매우 정밀한 위상 측정 및 설계 기술이 필요하

다. 그러나 이러한 가간섭이 강한 시스템은 간섭 광

원이 많은 스펙클 잡음을 야기시켜, 정보에 잡음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상 홀로그램은 진폭 홀로그램에 대해 확산하는

빔에 의해 조명된 물체에 대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진폭을 일정하게 하는 구속 조건이 물

체의 절대 위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재생된 물체상

에 잡음이 생기는 단점을 제거하기 위한 많은 방법

들이 고려되고 있다. 키노폼은 다른 홀로그램 소자

에 비해 효율면에서는 최대를 보이고 있지만 다단

계 위상 구현을 위한 많은 공정 단계를 거쳐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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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이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 크기 이하로 가공하

는 정밀 나노 리소그라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단

계 위상을 갖는 회절 광학소자를 제작할 수 있어 효

율 증대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간광변조기를 이용한 역동적 광학 부품을 컴퓨

터를 이용하여 조절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었다. 공간광변조기를 사용한 위상 홀로그램의

구현은 완벽한 위상이 설계되어도 물체를 재생 시

실험 조건, 환경에 의해 재생된 물체가 실제 물체와

차이가 있게 된다. 이러한 재생된 물체가 실제 물체

와 일치하게 하기 위한 보정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III. IFT 알고리즘을 적용한 키노폼 설계

물체의 위상 정보만을 이용하여 물체를 구현하는

키노폼 설계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상을

구현하는 방법에는 hybrid input-output을 가진

Pnoise 알고리즘, direct binary 조사법, 비선형 최

소자승법, 2단계 IFT 법, simulated annealing

(SA), iterative Fourier transformation (IFT) 알

고리즘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SA 알고리즘은 구

현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

이 있어, 계산 시간이 짧은 반복 순환 방법 (IFT)이

이용되고 있다. 

가중치를 적용한 IFT를 이용한 위상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7]. <그림 1>은 물체의

위상 추출을 위한 IFT 알고리즘의 흐름도를 보여주

고 있다. 제작하고자하는 물체의 진폭에 임의의 위

상을 결합시킨 후, 푸리에 변환을 하면 홀로그램 공

간에서 진폭과 위상을 가지는 홀로그램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홀로그램의 진폭을 일정하게 만든 후

다시 역 푸리에 변환을 통해 물체 공간에서의 위상

과 진폭을 구한다. 이렇게 하여 얻은 진폭을 제작하

고자 하는 실 물체의 진폭과 차이를 비교하여 그 차

<그림 1> IFT 알고리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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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설정한 오차 범위내에 있지 않으면 시도한 루

프를 오차 범위 내에서 실제 물체와 계산하여 얻은

물체와 일치하면 그 때의 위상을 구하고자 하는 물

체의 위상으로 확정하게 된다. 위 그림에서 α는 루

프 진행 시 제작하고자 하는 물체와 계산된 물체의

차이에 해당하는 오차를 줄이고 키노폼 위상 계산

을 다른 방법에 비해 단축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러한 방법은 Fienup[8]이 개발한 오차 감소 방법에

루프 순환 시 가중치를 줌으로서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개선된 위상 추출 알고리즘은 매우 정확한 위상

정보를 계산 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 정보의 삼차원

저장 및 해독과 같은 정보 분야에 응용될 수 있으

며, 삼차원 물체의 레이저 디스플레이, 홀로그램 재

생 및 입력 등 매우 유용한 기술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라우팅 기술을 위한 다중

빔 생성 기술은 광제어를 통한 광통신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기술로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미생물

체의 광집게를 이용하여 정밀 조작이 가능하여  의

료 생명 분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응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IV. 키노폼 응용 분야

위상 측정을 이용한 응용분야는 레이저 간섭계를

사용하여 얻은 간섭무늬로부터 위상을 추출하여 표

면 조도 및 형상 측정에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위

상 측정을 이용한 위상 추출 알고리즘들은 매우 다

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나노 표면 측

정 기술에 적용하고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있다. 또

한, 위상 홀로그램으로 알려진 키노폼을 사용하는

응용 기술들은 빔분할기, 레이저 빔 쉐이핑, 패턴

생성, 공초점 현미경의 Nipkow 디스크, X-선 빔

의 집속화, 레이저 파면 보정을 통한 레이저 빔의

집속화, LED 빔의 확산기, ID 태그 시스템 등 많은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다. 키노폼 응용 분야 중 광

라우팅 기술에 적용 가능한 빔 분할기에 대한 실험

결과와 레이저 빔 집속과 빔 분할 기술을 소개한다.

이러한 회절광학 소자를 이용하여 하나의 레이저

빔의 공간 특성을 변환시키고, 원하는 특성을 가진

다중 빔으로 변경하는 기술은 광통신을 위한 광라

우팅 기술 개발에 매우 유용한 기술로 고효율을 가

진 회절광학소자로 알려져 있다. 

컴퓨터 계산 속도와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달로

삼차원 디스플레이, 광통신 등의 고급 기술들이 매

우 빠르게 발전되었다. 특히 공간광변조기의 발전

으로 정적인 광학소자가 동력적인 광학소자로 발전

됨에 따라 레이저 빔을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이 급 진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간광변조

기는 키노폼 등의 회절광학 소자들을 컴퓨터 화면

에 프로그램을 통해 인가한 후, 인터페이싱을 통해

공간광변조기에 투사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균일한

레이저빔을 공간광변조기에 입력하여 디스플레이

<그림 2> 키노폼과 공간광변조기에 의해 생성된 레이저 빔 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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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물체를 재생할 수가 있다.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

면 원하는 물체를 회절광학소자를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자재로 제어가 가능하여 빔 제어가 필요한 광

통신 기술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림 2>는 키노폼을 공간광변조기에 생성 후 하

나의 레이저 빔을 조사시켜 여러 빔 어레이 생성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러한 어레이의 각 레이저 빔

은 시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 조절

이 가능하다. <그림 2>에 보인바와 같이 생성된 레

이저 빔 어레이들은 생성된 레이저 빔 어레이들의

세기가 균일한 분포를 갖게 하기 위하여 가중치 적

용 IFT 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정밀 위상을 사용

하고, 실험 환경에 기인한 위상 왜곡을 보완하기 위

한 방법들이 적용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레이저 빔

어레이는 측정 카메라의 동력 한계 내에서 정확하

게 원하는 물체를 키노폼을 사용하여 구현이 가능

함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빔들을 의료 샘플에 적용함으로서 레이저

빔과 의료 샘플간의 상호 작용이 제어가 가능하며,

레이저 빔들 간의 간격을 조절하여 각 점들에 존재

하는 의료 샘플의 레이저 빔들 간의 상호작용을 제

어가 가능하다. 또한, 자유 공간에서의 광라우팅 기

술에 접목이 가능하며, 정확한 위상 추출 기술을 보

안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광라우팅 기술을 구현하

기 위해서는 전력 손실 및 정보 손실이 작고 효율이

높은 회절 광학 소자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론

적으로 100%의 효율을 가질 수 있는 키노폼과 같은

회절 광학 소자가 필요하게 된다. 

설계된 위상 홀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장치는 공간광변조기

로서 현재 많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화솟

수의 증대와 화소 크기의 소형화로 정보 저장을 증

대 시킬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초당 프레임 수의 증

대는 실시간 디스플레이를 가능케 하고 있다. 처음

등장한 SLM은 화솟수가 2*18 개의 화솟수와 수백

㎛의 화소 크기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수백만

화솟수와 수 ㎛ 화소 크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프레

임도 빠른 SLM이 등장하고 있어 위상 홀로그램을

이용한 실시간 디스플레이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

전되고 있다. 

키노폼을 사용하여 X-레이 빔을 집속화 [9] 시키

거나, 고강도 레이저 빔의 집속을 증대 시키기 위해

서는 레이저의 파면 보정을 통한 빔의 왜곡을 보정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고출력 빔의 집속도

를 높이기 위해 키노폼 렌즈를 사용하는 기술이 발

전하여 최근에는 X-레이 빔을 수십나노 미터까지

집속시킴으로서 X-레이 현미경의 발전에 도모하고

있다. 또한, 회절광학 소자들을 이용하여 집적화된

소형 광학 시스템 제작에 관한 많은 기술 개발들이

수행되어지고 있다. 

V. 키노폼 국내외 연구 동향

국내에서 키노폼 알고리즘 개선과 응용 기술 연

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고등광기술 연구소, 삼성전

자, 서울대학교,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조선대학

교, 충북대학교, KAIST 등이 있다. 고등광기술 연

구소에서는 IFT 알고리즘을 이용한 고출력 레이저

파면 보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는 위상 마스크를 이용한 반도체 리소그라피 기술

을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위상 홀로그

램을 사용한 삼차원 물체 구현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아주대학교에서는 2단계 IFT 알고리즘

[10]을 이용한 회절무늬 소자 설계에 관한 연구를,

인하대학교에서는 IFT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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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T 설계법의 단점인 초기 위상에 따른 스태그네이

션을 줄이기 위하여 IFT 방법을 수정보완 하였으며

[11]. 조선대학교에서는 가중치 IFT를 이용하여 설

계된 키노폼을 공간광변조기를 이용하여 디스플레

이하는 기술을 연구 [8]하고 있다. 충북대는 자유공

간에서 광라우팅을 위한 위상형 회절 격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KAIST에서는 수정된 SA

알고리즘을 적용한 ID 태그 시스템에 적용하는 기

술을 도입하여, 패턴 인식을 위해 작은 재생 오차를

가지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미국의 Saxton 등이 순환 반복적 푸

리에 변환 (IFT)을 이용하고, 오차 감소 방법을 이

용한 위상 추출하는 방법을 최초로 고안하였으며,

미국의 Fienup은 순환적 반복 푸리에 변환 방식을

적용하여 얻은 modulus를 사용하고, 루프의 수렴

을 촉진시키는 입력-출력 방식을 도입하여 물체의

위상을 추출하는 기술을 구현하였다. 그 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산 키노폼 설계에 적정한 개선된 IFT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이산, 다중 레블 위상

추출을 위해 Wyrowski [12] 등은 soft 양자화 방식

을 도입하여 위상 추출 기술을 개발하였다.

Prongue [13] 등은 매우 효율적인 산개 소자들에

대한 적정화된 키노폼 형성을 위한 over-

compensation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Arrizon

[14] 등은 독창적으로 기하 광학에 의해 고안된 해

에 근접한 프로필을 도입하였으며, Johanson 등은

up-scaling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위상 잡음을 제

거하는 설계 기술을 개발하였다. Ripoll [15] 등은

자유 인자를 사용하여 이산 위상 레블를 가진 키노

폼 계산을 통해 레이저 빔 향상에 기여하였다. 최

근, 우크라이나의 Kuzmenko 등은 최근 가중된

IFT 방법을 적용하여 매우 정밀한 위상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키노폼의

효율 증대, 위상 정밀도 개선, 위상 추출 시간 단

축, 국부 최소점에 빠지는 스태그네이션 현상 제거

등을 위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VI. 결 론

위상 홀로그램인 키노폼의 기본 원리 및 응용과

키노폼 설계 방법 중 가중치 적용 IFT 방법 설계에

의해 제작된 키노폼을 공간광변조기에 의해 디스플

레이 한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위상 홀로그램

기술은 현재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위

상 추출 정밀도가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 또한, 위

상 측정 시스템 개발과 초정밀 가공 기술의 발달로

설계된 위상 홀로그램의 초정밀 제작을 통해 향상

된 효율과 정밀한 위상을 가진 회절광학소자를 초

소형 광학 시스템에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들은 디스플레이, 정보 통신 기술,  보안 산업

등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 기술로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많은 연구지

원을 통해 국내에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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