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로그램 단말을 위한 LC기반 대면적 SLM 기술

요 약

디지털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는 SLM을 이용하여 홀로그램 영

상을 구현하므로, 홀로그램 영상의 품질은 SLM에 의하여 제한

되게 된다. 따라서, 대면적 광시야각의 홀로그램 단말을 개발하

기 위해서는 대면적 초고해상도의 SLM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홀로그램은 주로 상용 SLM인 LCoS나 DMD를 기

반으로 구현되었다. 이러한 상용 SLM의 경우에는 패널의 크기

가 작고 픽셀 피치가 커서, 대면적으로 홀로그램 영상을 구현하

는 것과 광시야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한계를 보

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면적 초고해상도의 SLM 개발이 요

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데 이

용되어온 주요한 SLM인 LCoS, DMD, LCD등에 대하여 살펴

보고, 이러한 SLM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수 있는 기술로 대면

적 디스플레이 기술을 기반으로 LCoS 기술을 구현하고자하는 

SLMoG 기술에 대하여 소개고자 한다.

Ⅰ. 서 론

홀로그래피는 3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궁극의 디스플레이로 

여겨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화질의 홀로그래피 영

상을 얻기 위해서는 파장정도의 길이 혹은 그 이하의 픽셀이 되

어야만 충분한 시야각을 가지는 홀로그램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는 제한점 때문에 현재까지는 디지털 영상으로는 구현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므로 홀로그램 TV, 홀로그램 휴대용 단말 등 홀

로그램이 미디어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방식으로 홀로

그램 영상을 구현하기 위한 초고해상도의 픽셀 피치를 가지는 

SLM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현재 테이블탑형의 홀로그램 단말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테이블탑형으로 360도의 시야각을 가지는 홀로그램을 구현하

기 위해서는 시야창을 넓이기 위한 다양한 홀로그래픽 디스플

레이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대면적 초고해상도 SLM이 개발된

다고 하면 좀더 쉽게 테이블탑형 홀로그램 단말의 구현이 가능

해질 것이다.    

현재 20μm 픽셀피치 2인치 SLMoG 패널이 개발되었는데 본 

SLMoG 패널은 반사형의 SLM으로써 글래스 기판상에 산화물 

TFT 백플레인과 반사판, 빛차단막 등 4층의 금속층으로 구성되

었으며, ECB 모드의 LC를 구동하여 위상변화형으로 빛을 변조

하였다. 측정결과 0~2π의 위상변조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향후 대면적 초고해상도 SLMoG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동

방식, 균일성, 위상변화의 패턴의존성, 초고해상도 구동등의 여

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테이블탑형 홀로그램 단말을 구현하기 위

해 필요한 대면적 초고해상도 SLM의 개발 방향을 소개하고 현

재까지의 개발현황과 더불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난

제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Ⅱ. 상용 SLM 기술 

상용 SLM(Spatial Light Modulator) 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

로 나뉜다. 먼저 프로젝션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고해상도 반

사형 디스플레이 패널인 LCoS나 DMD를 사용하는 경우다. 또 

다른 경우에는 고해상도 투과형 디스플레이(TFT-LCD)를 사용

하는 경우이다. 

먼저 전자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은 

LCoS(Liquid Crystal on Silicon) 소자의 단면 구조도를 나

타낸 것이다[1]. LCoS는 반사형 LCD를 실리콘 기판위에 구현

한 것이다. 이 경우 백플레인을  Si 반도체 기술을 사용하여 제

작하기 때문에 매우 작은 픽셀 피치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

다. 현재 홀로그램용으로 LCoS를 특별히 제작한 Holoeye사

의 제품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대략 0.5~1인치 정도의 크

기를 가지며 픽셀 피치는 6~8μm 이며 주로 ECB(Electrically 

Controlled Birefringence) 모드를 이용하여 위상변조 방식으

황치선, 김용해, 김기현, 변춘원, 오힘찬, 피재은, 최지훈, 김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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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작하고 있다. 현재까지 구현된 가장 작은 픽셀피치는 대략 

4μm 정도이다. 

이 이하의 픽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픽셀 간의 crosstalk 문

제와 구동용 트랜지스터의 미세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

다. 픽셀 간의 crosstalk 문제는 cell gap과 연결되어 있는데, 

낮은 cell gap으로 극복이 가능하나, 낮은 cell gap에서도 충분

한 위상 변조 폭을 얻기 위해서는 LC의 이방성(Δn)이 충분히 

커야하는데, 아직 충분히 큰 이방성을 가지면서 안정적인 동작

을 하는 LC가 상업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

구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동 트랜지스터의 경우에는 LC를 구동하기 위하여 

대략 5V이상의 동작 전압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

로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동작 전압

이 낮아지게 되므로, 동작 전압을 높게 유지하면서 작은 트랜지

스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또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LCoS이외에 DMD(Digital Micromirror Device)도 반사형 

SLM으로 많이 이용된다. 그림 2는 DMD소자의 단면 구조도이다

[2]. DMD의 경우에는 LCoS보다 상대적으로 픽셀 크기는 크나 

(대략 7~20μm) 매우 빠른 속도(수십 KHz)로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홀로그램 영상의 크기를 늘리는 

등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DMD의 경우에는 crosstalk과 같은 기술적 이슈는 존재하지 

않지만, 복잡한 구조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LC

보다는 픽셀 크기가 커지게 되며,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6개

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SRAM을 이용하여 픽셀을 구동하기 때

문에 작은 픽셀 면적에 구동용 트랜지스터를 구성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된다. 더구나 DMD의 경우 구동 전압이 5~20V로 LC보다 

큰 편이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소형화는 더욱 어려워진다. 

그리고, LCoS에 비하여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양산에서의 

수율 또한 좋은 편이 아니어서, 대면적화가 될수록 수율이 급격

히 감소할 가능성이 많아 특히 대면적 SLM으로는 적합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SLM 자체가 대면적화가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면적의 SLM들을 타일링을 통하여 큰 화

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SLM을 다수개로 타일링하는 경우에는 정교한 광학적 장치들이 

각 SLM 별로 요구되며, 이들이 정교하게 서로 정렬되어야 하

기 때문에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

라서 이러한 타일링 시스템 또한 대면적화에 대하여 최적의 해

결책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투과형 TFT-LCD를 쓰는 경우에는 앞서의 반사형 SLM

보다 픽셀 피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별도의 방법으로 시야창을 

형성하고 이를 동공 추적이나 광원 방향 전환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홀로그램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

다. 이러한 방법은 Seereal사에서 처음 시도되었으며[3], ETRI

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개발한 

바가 있다[4]. 

그림 1 . LCoS 소자의 단면 구조도

그림 2. DMD소자의 단면 구조도 그림 3.  Seereal사의 홀로그램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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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투과형 TFT-LCD를 쓰는 경우에는 현재 양산되고 있

는 대면적 TFT-LCD 패널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면적의 홀로그램 영상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 제작

에 사용된 TFT-LCD 패널은 의료영상용으로 고해상도로 특수

하게 제작된 패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또한 수

직, 수평 시차를 모두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수평방향

으로의 시차만을 제공하고,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차

를 제공하지 않거나 양안시차 정도를 제공하게 된다.    

Ⅲ. LC기반 대면적 SLM 기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테이블탑형 홀로그램 단말과 같은 대

면적의 광시야각 홀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SLM 또한 대

면적이면서, 초고해상도를 구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기술은 작은 크기를 가지는 소자를 제작하는 쪽으로 개발이 되

었지만, 사용가능한 기판 크기가 아직까지는 300mm 의 지름

을 가지는웨이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웨이퍼내에서도 

하나의 패널이 일반적으로 20mm 이하의 작은 크기가 일반적

이다. 이렇게 크기가 제한되는 이유는 반도체에서 주로 사용되

는 포토리소그래피 장비가 한번에 공정 가능한 면적에 제한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도체 기술은 초고해상도의 픽셀을 만

드는 데는 유용하지만, 대면적화에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편 평판 디스플레이 기술은 크게 만드는 기술쪽으로 개발되

어 왔다. 따라서 2~3m의 크기를 가지는 큰 유리 기판까지 사

용이 가능하며 한번에 만들 수 있는 패널의 크기도 100인치 이

상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세화에는 반도체 기술

에 비하여 약점을 가지고 있어 아직까지 발표된 최고의 해상도

를 가지는 패널이 약 8μm의 픽셀 크기를 가진다.(다만 이 패널

의 크기는 2인치로 대면적으로 구현된 것은 아님.) 

이러한 기술적 특징을 반영하여 미세화가 가능한 반도체 기

술과 대면적화가 가능한 디스플레이 기술의 장점을 적용한 

SLM을 개발하려고 한다. 즉, LCoS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

는 SLM을 대면적 유리 기판위에 구현하는 기술이라는 의미

로 SLMoG(SLM on GLass)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기술을 이

용하여 1단계로는 5.6인치의 대각크기와 8μm의 픽셀 피치를 

가지는 SLMoG를 개발하여 현재 반도체 기술로 제공되는 상

용 SLM과 유사한 수준의 SLMoG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고, 2단계로는 궁극적으로 광시야각의 홀로그램을 구현

하는데 필요한 1μm의 픽셀피치를 가지는 SLMoG를 개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표 1>은 앞서 설명한 상용 SLM 기술들과 

SLMoG를 비교한 테이블이다.

표 1. 상용 SLM과 SLMoG의 비교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SLMoG는 픽셀 크기는 반도체 기

술과 제작된 LCoS나 DMD와 유사하며, 크기는 FPD와 유사하

게 되어, 두가지 타입의 상용 SLM들의 장점을 취하는 형태가 

된다. 광변조 방식은 LCoS와 유사하게 ECB 모드를 사용하여 

위상변조를 하고, 구동소자는 FPD에서 사용되는 산화물 TFT 

기술을 이용하고자 한다. 

ECB 모드의 경우 액정분야의 움직임이 수직으로만 일어나기 

때문에 polarization의 변화없이 위상의 변화만을 보기에 적합

한 모드이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위상과 진폭을 모두 바꾸는 복

소 변조(Complex modulation)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현재

까지 단일 모드에서 위상과 진폭을 모두 바꾸는 모드는 개발되

지 않았고, 위상 혹은 진폭중 하나를 골라서 변조하거나 두 개

의 픽셀을 조합하여 복소변조 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에는 픽셀 피치가 2배로 늘어나는 단점이 있고, 전자의 경우 중 

진폭 변조의 경우에는 입사된 빛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기 때

문에, 홀로그램 영상이 어두워지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위상 변조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광

변조 방식이다.

산화물 TFT의 이동도는 대략 10~30 cm2/Vs로써 LTPS(Low 

Temperature Poly Silicon) TFT의 이동도인 50~200 cm2/

Vs에 비교하여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LTPS 공정에 포

함되어 있는 레이저 결정화, 도핑, 활성화등의 공정이 없어 공

정이 단순하고 소자 구조 또한 단순하여 고집적화에 유리하

그림 4. ETRI의 평판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홀로그램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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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산화물 TFT에 사용되는 금속 산화물 반도체의 경우 밴드갭

이 3eV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누설전류가 매우 작고 항복 전압

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산화물 TFT는 상온에서 스

퍼터링등의 방법으로 증착하기만 하여도 반도체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소자 구조로 제작이 가능하여 나중에 설명할 3D 

구조의 픽셀 구조를 만드는 데에도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Ⅳ. SLMoG 제작 및 특성

<그림 5>는 제작한 SLMoG 패널의 단면 구조도와 SLMoG 패

널을 구동보드에 집적한 SLMoG 구동 시스템이다. 그림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SLMoG는 4개의 메탈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T-1C구조로 픽셀을 구동하고 있다. 

구동에 사용되는 트랜지스터는 BCE(Back Channel Etch) 구

조의 산화물 TFT를 사용하였다. BCE구조가 현재의 여러 TFT 

구조중 가장 집적화에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편 LC는 

ECB모드를 사용하였다. 4개의 메탈층은 각각이 게이트, 소스/

드레인, 빛 차단막(light block), 반사막(reflector)으로 구성된

다. 이러한 구성은 일반적인 LCoS와 유사하다. 이때 빛 차단막

은 반사막 사이에 새어 들어오는 빛이 하부의 트랜지스터에 영

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층이다. 그리고, LC는 

ECB 모드로 동작하도록 설계하였으며, Ball Spacer를 이용하여 

Cell gap을 조절하며, 진공 필링 방식으로 액정을 주입하였다.

제작된 SLMoG 패널은 20μm 픽셀 피치를 가지는 2인치 모

듈이다. 패널 제작후 인터페이스 보드와 FPC를 이용하여 연결

하고 인터페이스 보드는 메인보드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으며, 

전체 시스템이 광학 스테이지위에 장착되도록 되어 있다. 광학 

스테이지는 일반적인 광학 스테이지와 마찬가지로 x – y - z 

움직임과 tilt, rotation도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액정의 

온도 변화에 따른 위상 변조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패널

의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스테이지를 펠티어 소

자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제작된 SLMoG의 픽셀 사진과 픽셀 레이아웃은 위 <그림 7>과 

같다. 픽셀은 60μm x 60μm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트랜

지스터와 하나의 커패시터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제작된 SLMoG를 이용하여 입사광의 변조폭을 확인해 보

았다. 60Hz의 직각파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Vpp를 20V까지 

변화시킬 때 전체 위상은 3.8π까지 변조가 됨을 확인하였다. 위

상변조 방식을 이용하여 홀로그램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2π

의 위상변조가 필요한데, 이러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

Ⅴ. 1μm 픽셀 피치 SLMoG의 기술적 이슈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일부 연구소와 대학에서 고정된 형태

의 1μm 픽셀 혹은 픽셀 어레이를 구현한 적은 있으나 어레이를 

그림 5. SLMoG의 단면 구조도

그림 6. SLMoG가 탑재된 SLM모듈

그림 7. SLMoG 픽셀 사진과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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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여 구동까지 진행된 결과는 보고된 바는 없다. SLMoG 

기술의 경우에도 다른 접근 방법과 마찬가지로 1μm 피치를 가

지는 픽셀을 개발하는 일 이외에도 실제 구동되는 SLMoG를 구

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극복해야할 문제들이 존재한다. 대

표적으로 구동방식을 포함한 패널 설계의 문제부터, 공정상에

서 오는 불균일성 문제, 그리고 픽셀간의 간섭에 의하여 발생하

는 위상변화의 패턴 의존성 문제, 그리고 초고해상도의 패널에 

대한 구동문제 등이 존재한다. 이밖에도 많은 문제들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나,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4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구동 방식

SLMoG를 구동하는 방식에는 DRAM 기반 회로와 SRAM 기

반 회로로 나눌 수 있다[5]. 

DRAM 기반 회로는 하나의 픽셀내에 1개의 트랜지스터와 1개

의 캐패시터만이 들어가므로 좁은 면적내에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캐패시터의 누설전류에 의한 데이터

의 정보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시간마다 정보를 다시 써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작은 면적안에 캐패시터를 구성하

기 위해서는 DRAM에서 사용하는 3차원 구조의 캐패시터를 사

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패시터에 쓰는 전압을 연속적으

로 바꿀 수 있으므로 아날로그 구동이라고도 한다. 그림 9는 이

러한 DRAM 구동 방식 LCoS의 픽셀 단면도이다[6].

SRAM 기반 회로는 하나의 픽셀내에 6개의 트랜지스터가 들

어가므로 좁은 면적내에 구성하는 것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

한 외부 광원이 있을 경우에 픽셀내의 Latch-Up 이 발생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 그러나 트랜지스터에 의해 전압이 고정되기 

때문에 누설전류에 의한 고민은 없어지는 장점이 있다. 트랜지

스터에 의해 고정되는 전압은 VDD 와 VCOM 만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값이 아니어서 디지털 구동이라고 한다. <그림 10>은 

이러한 SRAM 구동 방식 LCoS의 픽셀 회로도이다[6].

DRAM 구동 방식은 데이터 입력시 캐패시터에 전압을 저장

해야하는데, 전압이 목표전압에 도달할수록 전류의 양이 지수

적으로 감소하면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SRAM 구동 방식의 경우에는 트랜지스터의 전압이 바뀌는 것으

로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매우 빠른 시간내에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다. 다만 On/Off 두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만 동작하는 방식

이 된다. 실제 동작에 있어서는 액정분자의 반응속도보다 더 빠른 

시간동안에 On/Off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On/Off 시간의 비

를 이용하여 액정을 구동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1μm급 SLMoG의 경우에는 1μm픽셀 내에 구동소자를 모두 집

적해야 하기 때문에 집적공정의 관점에서는 구동소자의 개수가 

적은 DRAM 방식이 유리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픽셀 개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기생 축전용량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신호나 

전력 인가에 사용되는 전극의 너비또한 작을 것이기 때문에, 저항

에 크게 되어 신호 지연 효과 또한 클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신호 

지연 효과를 고려하면 SRAM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유리한 구동 방식

이 달라지게 된다. 구동 방식은 구동칩을 설계하기 위하여 필요

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개발초기에 확정을 짓는 것

이 유리하다.따라서 픽셀구조를 실제 개발한 후 측정하거나 혹

그림 8. SLMoG의 위상 변조 특성

그림 9. DRAM 구동 방식 LCoS 픽셀의 단면도

그림 10. SRAM 구동 방식 LCoS 픽셀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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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픽셀의 동작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

반으로 구성 방식을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

2. 위상변화의 공간적인 불균일성

SLMoG는 전압에 따라 액정을 구동하여 위상을 바꾸게 되는 

원리이다. 그런데 같은 전압에서도 위상이 공간적으로 불균일

하게 분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7][8][9]. 첫 번째로는 

공정중에 기판이 스트레스에 의해 비틀어지게 되는 경우이다. 

액정의 움직임은 기판과 상판간의 거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위

상변화가 공간적으로 비균일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레이저에 

의해 액정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이다. 액정은 온도에 따

라 이방성 굴절율(Δn)이 변하게 되어 온도가 높은 영역의 위상

변화는 그렇지 않은 영역에 비해 작게 변하게 된다. 위상변화의 

공간적인 불균일성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SLMoG의 동작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온도스테이지가 필요하고, 또한 공간적인 

위상값 변화를 보상할 수 있는 지역함수를 SLMoG에 내장하거

나 또는 홀로그램 제작 시 고려하여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상용 SLM의 경우에도 이러한 위상변화의 불균일성 극

복하기 위한 지역함수를 미리 내장한 구동 모듈을 제공하고 있

다. 이러한 지역함수를 내장하기 위해서는 미리 패널을 구동하고 

지역별로 위상변화를 체크하여 불균일성을 자세히 측정하여야 

한다. 이때 기본 보정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는 가에 따라 보정의 

정확도가 달라지게 된다. 자세히 보정할수록 더 정확한 보정이 

이루어지겠으나, 반대로 구동 모드에 더 많은 데이터를 탑재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보정이 원활하게 적용되기 위해서

는 불균일성이 급격한 분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느

리게 변화하는 형태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공정에서는 

최대한 균일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μm급 SLMoG의 경우에는 인접 픽셀간의 crosstalk을 방지

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LCoS에 비하여 셀  간극이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두께 편차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균일성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특히 셀 간

극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둥형 스페이서(Column Spacer)를 사

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기둥형 스페이서의 불균

일성은 그대로 위상 변화의 불균일성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

에 특별히 균등한 두께를 가지는 기둥형 스페이서 공정이 개발

되어야 한다.

3. 위상변화의 패턴 의존성

SLMoG에서는 픽셀크기가 작기 때문에 Fringe field 가 액정

의 동작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Fringe field 는 인접 픽셀간

의 전압차에 의해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SLMoG에 표시되는 

홀로그램 패턴의 피치가 달라지면 이에 따른 회절특성도 달라

지게 된다[10][11][12]. <그림 11>은 픽셀 피치에 따른 1차 회절 

크기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인접 픽셀간의 전압차가 큰 경우 이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Fringe field 는 작동하게 되므로, 홀로그램 패턴 중 높은 공간

주파수 성분을 없애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즉 주파수 공간

에서 Low-pass 필터를 통과시킨 것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

게 된다. Low-pass 필터로는 타원형 Gaussian 함수를 사용하

거나 다차원 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 완성된 홀로그램을 Low-

pass 필터를 이용하여 변환시키거나, 또는 홀로그램을 제작할 

때 미리 Low-pass 필터를 예상한 최적화된 홀로그램을 제작하

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SLMoG 의 액정의 이방성을 증

가시키거나 셀갭을 최소화하여 Fringe field 효과가 작게 나타

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1μm급 SLMoG의 경우에는 픽셀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같

은 전압차가 있는 경우에도 Fringe Field의 크기는 매우 강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Fringe Field의 영향을 줄이기 위

해서는 액정의 이방성을 증가시키고 셀 갭을 줄이는 것이 바람

직한 방법이나, 고 이방성을 가지는 액정의 경우에는 동작상의 

불안정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아 아직까지 양산화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액정 재료는 개발에도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

게 되므로, 장기간의 연구 개발이 필요한 분야로 생각된다.

4. 초고해상도 구동

픽셀 피치가 줄어들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픽셀이 존재하게 

되므로 구동에서의 어려움 또한 증가한다. 더구나 현재 목표로 

하는 SLMoG의 경우에는 면적 또한 기존의 SLM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구동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디스플

레이 패널의 경우 Scan Driver를 내장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Data Driver를 내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내장 Driver

그림 11. 픽셀 피치 변화에 따른 1차 회절 크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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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는 경우 매 Column, 혹은 Raw 방향으로 한 단위의 

구동회로가 형성되어야 한다. 즉, 1μm급 픽셀 피치의 경우에는 

단위 회로 또한 1μm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

으로 scan driver 회로의 경우에도 여러개의 Transistor가 배

열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렇

게 복잡한 회로를 작은 면적에 집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만약, 이렇게 회로가 집적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외부 

구동칩을 사용하고 이를 패널에 연결하면 된다. 그렇게 이 경우

에도 연결부가 패드간의 접합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미세한 패드 피치도 10μm이기 때문에, 1μm피치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10개의 픽셀당 하나의 패드가 대응될 수 밖

에 없다. 따라서 최소한 1:10 demux 형태의 회로가 패널에 내

장이 되어야만 구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패

널의 크기보다 훨씬 큰 크기의 패드 접합부가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패드부에서 패널까지의 지연시간을 또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VI. 결론

홀로그램은 가장 이상적인 영상 재현방법으로 알려져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부품인 SLM의 한계로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면적 광시야각의 홀로그래피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서는 대면적 초고해상도의 SLM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필

요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 기술과 반도체 기술을 결

합한 SLMoG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SLMoG는 대면적으로 확

장가능한 디스플레이 기술에 반도체의 미세패턴 기술을 접목

하는 개념으로써, 현재까지는 실리콘 기판위에 제작되고 있는 

LCoS를 유리 기판상에 디스플레이 공정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SLMoG는 산화물 TFT 기반의 백플레인부와 금

속 배선 및 반사판 층, 그리고 위상변조가 가능한 ECB모드의 

광변조부로 구성된다. 

SLMoG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20μm피치의 픽셀을 

가지는 2인치 크기의 패널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SLMoG는 2π

이상의 위상변조가 가능함을 보였다. 

또한 1μm이하의 픽셀 크기를 가지는 초고해상도 SLMoG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동문제, 불균일성문제, 위상 변조의 패턴 

의존성 문제, 초고해상도 구동등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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