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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M 기반의 디지털 홀로그램 복원에 대한 회절효율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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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ogram based on S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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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세대 영상시스템의 하나인 디지털홀로그램은 다양한 형태로 생성되고 재생될 수 있고, 디지털홀로그램은 재생을 위한 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생성된다. 다양한 조건으로 생성된 디지털홀로그램이 다양한 재생환경에서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척도로써 회
절효율의 측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조건으로 생성된 컴퓨터생성홀로그램(Computer-generated Hologram, CGH)에
대한 회절효율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홀로그램 재생 시 고려해야되는 생성 조건에 대해 논의한다. 위상 방식의 복소 홀로그램을 대
상으로 프레넬 조건 하에서 생성된 프린지의 1차 회절 패턴의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각 조건들을 비교한다. 본 논문을 통해서 객체 포
인트, 복원 거리, 레이저 및 SLM의 종류에 따른 회절효율의 특성에 대한 경향성을 보였다. 

Abstract

A digital hologram, which is one of the next generation visual systems, can be generated and displayed in various formats, and a 
digital hologram is c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for display. Diffraction efficiency can be used as a 
measure of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holograms generaged under various conditions in various display environments. In this paper, 
diffraction efficiency for computer-generated hologram (CGH) under various conditions was measured. This paper discusses the 
generation condi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hologram display. We compared each condition by measuring the intensity of the 
first order diffraction pattern of the fringe generated under the Fresnel condition for the phase hologram. Through this paper, we 
showed the tend about characteristics of the diffraction efficiency according to object point, reconstruction distance, laser and SLM. 

Keywords : computer-generated hologram, digital hologram, reconstruction, 3-dimensional object, Fresnel, light intensity, 
diffractio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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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물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표현하

는 기술에 대한 인간의 관심사는 다양한 형태의 3차원 디스

플레이 기술 개발을 자극하는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1]. 자
연스러운 3차원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물체로부터 반

사되어 인간의 시각으로 전달되는 빛의 물리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디스플레이 소자로부터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2][3]. 빛의 특성을 디스플레이 소자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밝음과 어두움을 구분 짓는 세기(Intensity)와 관련된 진

폭(Amplitude) 정보뿐 만이 아니라 빛의 파동성에서 나타나

는 파면(Wavefront)상의 시작 위치를 가리키는 위상(phase) 
정보를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다.
빛의 진폭 정보는 사람의 육안으로도 쉽게 볼 수 있는

빛의 특성이며, 일반적인 사진 기술에서 기본적으로 적용

및 확인되는 빛의 성질이다. 하지만, 빛의 위상을 확인하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방법으로 관찰하

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빛의 위상을 다루는 기술과 이를

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알려지게 된 것은 아직

채 100년이 되지 않는다. 빛의 위상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1940년이 되어서야 당시 전자 현미

경을 연구하던 헝가리 출생의 영국 물리학자 데니스 가보

(Dennis Gabor, 1900~1979)에 의해서 착안되었다. 전체를

뜻하는 그리스어 ‘Holos’와 기록을 뜻하는 ‘Graphy’를 결

합하여 빛의 중요한 물리적인 특성인 간섭현상으로부터 위

상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홀로그래

피(Holography)라 이름 지었다[4]. 데니스 가보가 제안한 홀

로그래피 기술은 결맞음성(Coherent) 광원인 레이저의 개

발로 인해서 그의 제안 내용이 실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었

고, 이로 인해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다[4]. 이후 Emmett 
Leith 와 Juris Upatnieks, 그리고 Yuri Nikolaevich Denis- 
yuk 등에 의해서 홀로그래피를 디스플레이로써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4]. 1990년대 이후부터, 디
지털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소자의 개발이 발전

함에 따라서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술이 등장하였고, 본격적

인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Digital holographic dis-
play) 기술 관련된 연구들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5].
화소단위로 구성된 LC(liquid crystal) 타입의 SLM(spa-

tial light modulator)을 파의 위상을 조절하기 위한 능동형

광학 시스템들에 사용하고 있다. 파의 위상을 조절할 수 있

는 특성으로 인해 홀로그램을 재생하는데 SLM을 사용할 수

있다[6]. 화소로 이루어진 위상 변조기로써 LCD를 사용한다

는 것은 Barnes 및 Osten에 의해서 제안되었고[7][8], 이후로

많은 상용 SLM이 개발되어 광학 족집게(optical tweez-
ers)[9][10], 위상차 현미경(phase-contrast microscopy)[11][12], 진
동계(vibrometry)[13-16], 차보정(aberration correction)[17][18], 
위상검색(phase retrieval)[19], 및 디지털 홀로그래피[20][21] 등
의 다양한 응용광학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재 SLM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소자는 액

정(LC: Liquid crystal)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소자와 디지털

마이크로-거울 소자(DMD: Digital micro-mirror device)이
다. 이상적인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SLM을 구성하는 각 요소 픽셀의 크기가 작아야

하며, 홀로그램의 영상 크기를 위해 SLM의 전체크기는 커

야 한다. 디지털 홀로그램의 영상 크기와 홀로그램을 관찰

할 수 있는 시야각을 동시에 나타내기 위해, 공간 대역폭

(SBP: Space-bandwidth produc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3]. 시야각은 SLM의 픽셀 간격(p)과 SLM으로 입사하는

레이저 광원의 파장(λ)으로부터 결정되는 회절 각도와 관

련이 있으며, SLM으로부터의 회절 각도는 다음과 같은 관

계로 나타낼 수 있다[24].

    sin
  (1)

LCD의 프린징 필드 효과로 인하여 이웃 화소들 사이에

누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뚜렷한 경계를 얻지 못하고 흐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SLM을 이용하여 홀로그램을 재생할 경우에 이러한 흐림

현상으로 인해 홀로그램의 회절효율(diffraction efficiency)
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Osten은 부화소 Jones 
매트릭스의 측정과 방향성콘벌루션모델에근거한 시뮬레

이션 모델을 통해서 회절효율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제

안하였다[25]. 
LCD에 재생된 홀로그램의품질을평가하기 위한 한가지

기준은 회절효율(η)을 측정하는 것이다. 회절효율은 입사

된 총빛의 강도에 대비해서 회절된 빛의 강도를 측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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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다. 이때 회절된 빛은 차수(diffraction order)를 선택
하여 측정하고, 얼마나 많은 차수를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서 회절효율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번째차수에 대한 회

절효율은 식 (2)와 같이 이론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22]. 

 sin

 sin

sin
(2)

식 (2)에서 위상의 최고값은  
로 나타내고, 

는 단일 위상 단계의 위상 단계를 나타낸다. 은 주기당

단계의 개수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측정에 의한 회절효

율()은편의상 식 (3)과 같이 나타낼수 있다. 는 측

정하고자 하는 차수의 회절파에 대한 강도이고, 는

SLM에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은 상태에 측정한 반사된 빛

의 강도이다.

 


(3)

화질 혹은 콘텐츠 평가기술은 빛의 세기와 위상을 모두

표현하여 실물을 보는듯한 영상의 재현이 가능한 3D 홀로

그램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기술이다. 홀로

그램 화질평가 기술은 회절 효율평가 기술과컬러 홀로그

램 평가 기술로 분류되는데, 홀로그램의 회절효율 평가기

술에는 상대 회절효율과 절대 회절효율 평가기술이 있다. 
컬러 홀로그램 평가를 위해서는 복셀과 관련된 용어 정의

및 복셀의 크기와 색상을 측정하는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

요하다. 회절효율을 평가하는 기술이 두 가지가 있지만 실

제로 모든차수의 재생광을 측정해야하는 상대 회절효율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려

할 때 절대 회절효율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홀로그램을 콘텐츠로써 서비스할

때 콘텐츠의 생성과 재생 사이의 광학적인 상관관계를 회

절효율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일관성있는

서비스를 위해서콘텐츠를 생성할 때 고려해야되는 사항들

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홀로그램의 화질 혹은

품질의 평가도구로써 절대 회절효율을 선택한다. 또한 컴

퓨터상에서 모델링을 통해 생성된 CGH를 본 논문의 대상

으로 한정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디지털 홀로

그램과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한다. 3장에서

는 회절효율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본 연구를 위해서 구성한

측정 시스템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측정 및 분석 결과를

보이고 5장에서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Ⅱ. 디지털 홀로그램

1. 홀로그램의 생성과 과정

디지털 홀로그램은 광학장비 대신 전자장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홀로그래피의 간섭무늬를 CCD 카메라에 기록하

고 비디오 신호로 전송하여 수신단에서 SLM(Spatial Light 

(a) (b)

그림 1. 디지털 홀로그램 (a) 생성 (b) 복원
Fig. 1. Digital hologram (a) generation (b)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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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tor)에 표시된 간섭무늬 데이터에 레이저광을 조

사함으로써 영상을 재상하는 기법이다. 그림 1(a)에는 홀

로그램을 획득하기 위한 시스템을 나타냈고, 그림 1(b)에
는 복원(재생)하기 위한 시스템을 나타냈다. 그림 1에서

참조파는 파의 진행을 표현하기 위해 구형파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평면파를 의미한다. 홀로그램은 레

이저광을 집광 렌즈로 평행광을 만들고, 빔분리기(beam 
splitter, BS)를 이용하여 기준파(reference wave)와 객체파

(object wave)로 분리한다. 객체파는 객체(Object)에 조사

된 후에 반사된 후에 기준파와 간섭을 이루면서 촬영장치

(혹은 필름)에 입사된다. 입사된 간섭무늬(interference 
pattern)를 프린지 패턴 혹은 홀로그램이라 한다. 획득된

무늬를 전자적으로 처리한 이후에 SLM에 출력하고 여기

에 기준파와 동일한 특성의 평행광을 조사하면 회절광이

발생하여 3차원 객체를 재생할 수 있게 된다[1]. 그림 1에
는 획득을 위해서 디지털 장치인 CCD 카메라를 사용한

경우를 나타냈다. 

2.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

앞서 설명한 간섭현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연산을

통해 디지털 홀로그램을 획득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디지털 홀로그램을 컴퓨터-생성 홀로그램

(Computer-Generated Hologram, CGH)라고 하며, 다양한

CGH 생성 수식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위상 홀로그램[26]

을 사용한다. 먼저 식 (4)와 식 (5)는 각각 물체파와참조파

의 복소진폭(complex amplitude)을 나타낸다. 즉, 그림 2와
같이 와 는 각각 기록하는 홀로그램 평면에

서    좌표에서의 객체파와 참조파의 복소진폭이고, 
는 물체의 공간좌표   에서 물체 반사되는

물체파의 크기이며, 는 물체파와참조파의초기 위상차이

다. 은 물체의 반사광원 개수이고, 는 파수(wave number, 
), 는 사용된 레이저의 파장(wave length)를 각각 나

타낸다. 은 물체의 반사광원 ()과 홀로그램평면의 한

좌표 () 간의 거리로 이다. 
은참조파의 크기이고, 은참조파가 입사되는 각이다. 식
(6)은 참조파와 물체파의 간섭현상을 수식으로 나타낸 것

으로, 그 결과는 복소 홀로그램이 된다.

 
  



exp   (4)

  exp sin  (5)

  (6)

 
식 (7)은 복소 홀로그램의 강도를 나타낸다. 이때 출력장

치의 종류에 따라 크기또는 위상 성분 중 하나를선택하여

계산한다. 식 (7)의 우측 첫 번째 항은 물체파의 크기, 두
번째 항은 참조파의 크기를 각각 나타내며, 세 번째와 네

번째 항은 두 파의 간섭현상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식
(8)는 식 (7)에서 위상 성분을 이용한 위상 홀로그램을 나타

내는 수식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 위상 홀로그램을 사용한

다.
 

    

 


(7)

  


  



 exp sin  


  



exp sin  


  



 cos sin 

(8)

그림 2. 홀로그램 생성을 위한 평면들
Fig. 2. Planes for hologram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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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디지털 홀로그램의 광효율

1. 회절효율의 측정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회절효율에서는 상대회절효율과

절대회절효율이 있고, 회절효율은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방

식의 홀로그램에서 홀로그램 필름 자체의 특성을 확인할

때 사용한다. 아날로그 홀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될 수 있는 좋은 매체이기는 하지만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같은 방송 및 통신분야에서는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다. 일
반적으로 디지털 홀로그램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SLM을 사

용하게 된다. 물론 아직까지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원활

하게 하기 위한 수준의 성능을 갖는 SLM은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수준의 제품은

출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LM을 통해 재생된 디지털

홀로그램이 회절되는 특성을 관찰하고자 한다. 이 광파의

1차 회절광(재생광)을 측정함으로써 디지털 홀로그램과

SLM의 특성을 분석하는 시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래 상대회절효율(η)은 재료(홀로그램 필름)에 의한 광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회절효율 측정 방법이다. 재료에 의

한 광손실 요인은 조명광이 재료에 입사될 때 표면에서 발

생하는 반사, 재료 내부에서의산란및흡수 그리고 홀로그

램의 기록과 현상 및 표백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의 수축

에 의한 변형에 따른 광손실 등이 있다. 홀로그램이 기록된

재료에 조명광을 입사시키면 여러 방향으로의 재생광 및

투과광이 생겨난다. 재생광은 홀로그램 격자에 의해서 조

명광이 회절된 빔을 말하는데, 이때 회절된 빔은 다시 1차
재생광부터 n차 재생광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투과광(0차
재생광)은 회절되지 않은 조명광이 기록 재료를 지나 그대

로투과한 광을말한다. 식 (9)와 같이 상대회절효율은 전체

차수의 회절광량의 합에 대한 1차 회절광의 광량의 비율로

상대 정의한다. 상대회절효율의 측정 광학계는, 투과형, 반
사형 홀로그램에 따라 별도로 구성하고 모든 회절광을 광

검출기로 측정할 때, 렌즈에 의해 집광된 회절광이 광검출

기의 검출부에 정확히 입사되도록 구성한다. 상대 회절효

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차수(1차 ~n차)의 재생광의

광량을 측정하고, 투과광의 광량을 측정하여 합한 후에 1차
재생광을 나누어 상대회절효율을 산출한다. 전체 차수의

회절광의 광량을 측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차

수의 회절광의 광량을 측정하는 대신홀로그램이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조명광을 입사시켜 투과된 빔의 광량을 전체

합으로 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상대회절효율 전체차수의회절광량의합
차회절광량

× (9)

s절대회절효율(η)은 재료에 의한 광손실을 고려한 회절

효율 측정 방법이다. 재료에 의한 광손실 부분도 기록 재료

의 효율의 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회절

효율은 절대 회절효율로 표현하는 것이옳다고 할 수 있다. 
회절효율을 계산함에 있어 재료에 의한 광손실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대회절효율 보다 계산 값이 상대적으로 작게 계

산된다. 식 (10)과 같이 절대 회절효율은 홀로그램에 입사

되는 조명광의 광량에 대한 홀로그램에 의해 회절된 재생

광의 비율로 정의 된다. 절대 회절효율 측정을 위한 광학계

는 상대회절효율의 측정 광학계와 마찬가지로 투과형, 반
사형 홀로그램에 따라 별도로 구성하나, 상대회절효율의

측정 광학계와 달리, 조명광을 홀로그램 기록재료에 입사

시키기 전에 5:5 beamsplitter를 설치하여 조명광의 광량을

따로 측정해주어야 한다. 조명광의 크기는 홀로그램이 기

록된 기록재료의 크기보다 작아지도록 조리개 등을 사용한

다. 또한, 모든회절광을 광검출기로 측정할 때, 렌즈에 의

해 집광된 회절광이 광검출기의 검출부에 정확히입사되도

록 구성해야 한다. 절대 회절효율은 5:5 beamsplitter에 의

해 나뉜 두 빔 중 홀로그램으로 입사되지 않는 조명광의

광량을 측정한다. 홀로그램에 의해 회절된 1차 재생광의 광

량을 측정하고, 투과광이값으로 1차 재생광을 나누어 절대

회절효율을 산출한다. 

절대회절효율 조명광의광량
차회절광량

× (10)

2. 측정 시스템의 구성

본 논문에서 회절효율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시스템의 구

조를 그림 3에 나타냈다. 컴퓨터를 통해 생성된 컴퓨터생성

홀로그램은 SLM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된다. 레이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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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평면파는 SLM을 입사되고 반사된 후에 광분리기

(BS : beam spliter)와 공간 필터(SF : spatial filter)를 거친

후에 파워미터에 집중된다. SLM으로부터 나온 재생광은

홀로그램 재생상이기 때문에 여러 차수의 재생광이 포함된

다. 우리는 이들 중에서 1차 재생광에 대한 강도만 측정하

였다.
그림 4에는 실제 회절효율의 측정에 사용된 시스템을촬

영하여 나타냈다. 그림 4의왼쪽의 그림을살펴보면 아래쪽

에 파워미터의 디스플레이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중간의 실제 측정하는 부분은오른쪽그림에 확대

하여 표시하였다. 측정되는 값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1차 재생광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1차 재생광을 제

외하고는 마스크를 이용하여 차단하였다. 

그림 3. 회절효율 측정시스템의 구조
Fig. 3. Sturcture of measurement system of diffraction efficiency

그림 4. 1차 회절패턴의 측정을 위한 진행파의 차단
Fig. 4. Cutoff of traveling wave for measuring the first order diffration 
pattern

Ⅳ. 실험결과

구현환경은 Intel사의 i7-3770 CPU를 사용하고 DDR3 
16GB의 호스트메모리를 사용하였다. GPGPU는 nVidia사
의 Geforce GTX680를 사용하였고, GPGPU는 2GB의
256bit-GDDR5 장치메모리를탑재하고 있다. 또한 C/C++
과 CUDA 툴 킷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또한 광학실험을

수행하기 이전에 디지털 홀로그램의올바른 생성을 확인하

기 위해 S/W 방식으로 복원하였다. 이를 위해 표 1에서 표

2까지의 파라미터들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표 1과 2에는

각각 6.4μm와 8.0μm의 화소크기를갖는 SLM의 사양에 대

해 나타냈고, 표 3에는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의 사양을 나

타냈다. 

Display Type Reflective LCOS (Phase Only)
Resolution 1,920×1,080
Pixel Pitch 6.4μm
Fill Factor 93%

Active Area 12.5×7.1mm (0.55″ Diagonal)
Addressing 8 Bit (256 Grey Levels)

Signal Formats HDMI – HDTV Resolution
Input Frame Rate 60Hz / 180Hz

표 1. 6.4μm의 화소크기를 갖는 SLM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a SLM with 6.4μm pixel size

Display Type Reflective LCOS (Phase Only)
Resolution 1,920×1,080
Pixel Pitch 8.0µm
Fill Factor 93% (dependent on version)

Active Area 15.36×8.64mm (0.7″ Diagonal)
Addressing 8 Bit (256 Grey Levels)

Signal Formats DVI – HDTV Resolution
Input Frame Rate 60Hz

표 2. 8.0μm의 화소크기를 갖는 SLM의 사양
Table 2. Specification of a SLM with 8.0μm pixel size

Laser Wavelength Input Power

Red 660nm 1,000μW

Green 532nm 688μW

표 3.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
Table 3. Lasers used in our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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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는 Red와 Green 레이저를 사용하여 광학 시스

템을 구성한 그림을 나타냈다. 
그림 6에는 전체적인 회절효율 측정 결과를 나타냈다. 그
림 6(a)와 (b)는 Red 레이저에 대한 결과이고, 그림 6(c)와
(d)는 Green 레이저에 대한 결과이다. 총 4개의 객체를 이

용하여 홀로그램을 생성하였고, 이들의 평균을 구하여 결

과를 정리하였다. 객체를 위한 포인트 클라우드 사이의 간

격을 0.5단위로넓히면서 1차 회절광에 대한 효율을 측정한

것이다. 포인트클라우드의 0.5 단위의배율은 포인트클라

우드를 정의하는 월드좌표계에서좌표의배율을 의미한다. 

(a) (b)

그림 5. 회절효율 측정을 위한 광학실험장치 (a) Red, (b) Green 레이저를 사용한 경우
Fig. 5. Optical experiment equipment in the case of (a) Red and (b) Green laser

(a) (b)

(c) (d)

그림 6. 회절효율 측정 결과 (a) Red 6.4μm, (b) Red 8.0μm, (c) Green 6.4μm, (b) Green 8.0μm
Fig. 6. Measurement result of diffraction efficiency (a) Red 6.4μm, (b) Red 8.0μm, (c) Green 6.4μm, (b) Green 8.0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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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와 Green 레이저에 대해서 각각 두 종류의 SLM에 대한

회절효율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또한 각각 4
가지 종류의 복원 거리에 대한 홀로그램을 생성하여 실험함

으로써 총 64종류의 실험 조건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6(c)를 보면 Green 레이저를 사용하고 6.4μm 픽셀

크기의 SLM을 사용한 경우에 가장 좋은 회절효율을 나타

냈다. 그러나 x0.5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달리 Red 레이

저를 사용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비교적낮은 회절효율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객체 포인트의 간격이 홀로그램

의 생성과 이의 재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회절효율의

측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두 레이저의 경우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LM의 픽셀크기가 작으면 작

을수록 회절효율은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복원 거리에 따른 회절효율 측정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허용된 거리 내에서는 거리가 멀수록 회절효율이

높게 측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서 표 7까지는 각각 SLM 및 레이저 사이의 효과를

회절효율에 대한 비율로써 나타내었다. 표 4에서살펴보면, 
Red 레이저를 사용할 경우에 대체적으로 복원 거리가 가까

워지고 객체 포인트간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회절효율의 비

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Red 레이저의

경우에 SLM의 픽셀크기가 작아지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회절효율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갖는다. 다시 말하

면 픽셀크기가 작은 SLM에 대한 효과가더욱 크게 나타난

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를살펴보면, Green 레이저가 Red 레이저에 비해서

회절효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컬러 디지털 홀로

그램을 재생할 경우에 이러한 관계를 반영하여 레이저의

출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Laser SLM Distance ×0.5 ×1 ×1.5 ×2.0

Red 
Laser 



80 4.56 5.24 3.63 3.05 

90 3.47 3.86 3.46 3.17 

100 3.78 2.49 2.61 2.62 

110 3.15 3.01 2.58 2.37 

표 4. SLM간 회절효율의 비(Red 레이저 사용)
Table 4. Ratio of diffraction efficiency between SLMs (Red laser used)

Laser SLM Distance ×0.5 ×1 ×1.5 ×2.0




6.4µm

80 0.65 0.46 0.44 0.45 

90 0.40 0.46 0.46 0.44 

100 0.38 0.38 0.50 0.46 

110 0.57 0.43 0.46 0.45 

표 5. 레이저간 회절효율의 비(6.4µm SLM 사용)
Table 5. Ratio of diffraction efficiency between lasers (6.4µm SLM 
used)

표 6과 표 7의 경우도 표 4와 표 5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aser　 SLM Distance ×0.5 ×1 ×1.5 ×2.0

Green 
Laser

6.4µm/
8.0µm

80 4.85 6.43 5.30 5.17 

90 5.40 6.41 5.31 4.93 

100 5.89 4.94 4.02 4.38 

110 5.05 5.36 4.14 3.72 

표 6. SLM간 회절효율의 비(Green 레이저 사용)
Table 6. Ratio of diffraction efficiency between SLMs (Green laser 
used)

Laser SLM Distance ×0.5 ×1 ×1.5 ×2.0

Red/ 
Green 8.0µm

80 0.69 0.57 0.64 0.75 

90 0.62 0.76 0.71 0.68 

100 0.59 0.75 0.77 0.77 

110 0.91 0.76 0.74 0.70 

표 7. 레이저간 회절효율의 비(8.0µm SLM 사용)
Table 7. Ratio of diffraction efficiency between lasers (8.0µm SLM 
used)

그림 7에는 실험에 사용된 영상 중에서 두 가지를 나타냈

다. 그림 7(a)는 객체 포인트의컬러 강도이고, 그림 7(b)는
객체 포인트의 깊이값(공간좌표)을 나타낸다. 그림 7(c)는
디지털홀로그램을 나타내고, 그림 7(d)는 광학적으로 복원

한 객체를 촬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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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조건으로 생성된 CGH에 대한 절

대 회절효율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홀로그램 재생 시 고

려해야되는 객체 포인트, 복원 거리, 레이저 및 SLM의 종

류 등에 대한 특성을 회절효율의 측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서 실험적으로 보였다. 객체 포인트의 간격이 홀로그램의

생성과 이의 재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회절효율의 측

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모든레이저에 대해서 SLM
의 픽셀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회절효율은우수하다는 것

을 보였다. 또한 복원 거리에 따른 회절효율 측정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허용된 거리 내에서는 포인트클

라우드의 거리가 멀수록 회절효율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레이저들 간의 특성에서는 Green 레이저가 회절효율이 우

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SLM의 픽셀크기가 작아

지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회절효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였다. 본 논문을 통해서 보여준실험 결과

들은 추후에 디지털홀로그램 콘텐츠를 제작하고 재생하는

영상 시스템에서 운용을 위한좋은 가이드라인으로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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