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7월   27

27

요 약

디스플레이 칩 상에 홀로그램을 표시할 때는 칩 자체의

화소 배열 구조에 의해 주어지는 회절 현상에 의해 표시

되는 홀로그램의 재생상이 위치될 상 공간과 이 재생상을

볼 수 있는 시역이 정의된다. 그리고 상기 회절 현상뿐만

아니라 홀로그램 자체의 간섭무늬 패턴 구조에 의한 회절

에 의해 생성된 회절 패턴이 상 공간 내에서 재생상과 중

첩되어 나타나므로 이들은 잡음으로 주어진다. 이들 회절

패턴들은 칩 자체의 화소 구조 및 간섭무늬의 특성에 의

해 주어지므로, 이들 칩이나 평판 표시패널의 고유한 것

이어서 제거가 아주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 칩들을 홀로

그램 표시장치로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이들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핵심 용어: 디스플레이 칩, 회절 현상, 회절 빔, 간섭 무늬 패

턴의 주기성, 재생상, 상 공간, 백색잡음   

Ⅰ. 소개

홀로그램 (Hologram)의 디스플레이화를 통한 전

자적인 표시는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지만[1],

아직 가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의 제한으로 초기

단계에 있다. 홀로그램의 전자적인 표시를 위해서

는 시각(Viewing Angle)의 측면에서 보면 화소

(Pixel)의 크기가 1㎛ 이하인 디스플레이가 요구된

다. 그러나 1㎛의 화소 사이즈를 가진 디스플레이

칩(Chip) [2]은 최근에 소개되었으나, 여전히 실험

실적 수준의 것이므로 상용화에는 큰 시간이 소요

될 것 같다. 홀로그램의 전자적인 표시를 위해, 표

시매질로 AOM (Acousto-Optic Modulator) [1]이

먼저 소개되었고, 이에 이어 LCD 패널[3,4], OASLM

(Optically Addressable Spatial Light Modulator)

[5], LCD, DMD (Digital Micromirror Device) 나,

LCoS (Liquid Crystal on Silicon)와 같은 투사 영

상 칩들 (Chips for Image projector)[6,7,8,9]이 사

용되었고, 또한 RP (Rewritable Photopolymer)[10],

GMR(Giant Magnetoresistive)[2]과 같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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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질도 소개가 되고 있다. LCD, LCoS와 DMD와

같은 영상 칩은 OASLM 과 같이 자신에게 조사되

는 빔의 강도를 각 화소별로 변조시키므로 SLM이

라고도 불린다. 이들 표시 매질 중 AOM, OASLM,

RP, GMR은 주로 위상 홀로그램 (Phase Hologram)

을 표시가능하고, DMD 와 LCD패널의 경우는 진

폭홀로그램 (Amplitude Hologram) 그리고 LCoS

의 경우는 진폭 또는 위상 홀로그램 모두의 표시

가 가능하다. 진폭과 위상 홀로그램의 차이는 표

시할 수 있는 위상 값의 범위에 달려있다. 진폭 홀

로그램의 경우는 위상이 최대 2π까지만 가능하나,

위상 홀로그램의 경우는 그 이상의 표시가 가능하

여, 재생상의 깊이 방향 정밀도와 해상도가 진폭

홀로그램에 비해 더 뛰어나다. 이들 투사 영상 칩

과 LCD패널은 평면 영상 투사를 위해 개발된 것

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판 디스플레이와 동

일한 화소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존 평면 영상과

병행으로 영상 표시가 가능한 호환성을 가지므로

아주 바람직한 표시 매질이나, 홀로그램의 표시를

위해서는 화소 사이즈가 평판 디스플레이의 그것

에 비해 아주 작아야 하므로, 평판 패널과 같은 화

소 수를 가진 경우에는 그 사이즈가 수 cm미만으

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로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

무 작고 또한 화소 사이즈도 아직 홀로그램의 간

섭무늬 패턴을 표시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시

야각도 아주 작다. 이런 이유로 이들 디스플레이

칩은 홀로그램의 표시 가능성과 표시와 관련한 파

라미터 성능의 향상에 국한되어 응용이 되고 있

다. 

이들 영상 칩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로의 가장

큰 약점은 상기에 주어진 칩의 활성표면(Active

Surface)과 화소의 크기라기 보다는 이들 칩의 아

주 질서정연한 화소의 배열에 있다. 이들 화소의 배

열에 의해 이들 칩과 LCD패널은 레이저 빔의 조사

시 한 개의 2차원 회절격자 (Diffraction Grating)

역할을 함에 의해 생기는 2차원 회절 무늬와 홀로

그램 간섭무늬 구조에 따라 형성되는 재생상

(Reconstructed Image)과 더불어 나타나는 회절

무늬이다. 처음의 회절 무늬는 재생상이 표시되는

공간인 상 공간을 정의함으로 상이 재생되는 위치

를 제약하며, 두 번째의 경우는 재생상에 중첩되어

나타나므로 고유잡음 (Inherent Noise)으로 작용

하여 재생상의 질을 저하시킨다. 이들 회절 무늬는

조사 빔의 일부 세기를 감소 시키므로 전체적으로

는 재생상의 강도를 저하시킨다. 그리고 간섭무늬

의 구조에 의한 회절 무늬의 구조에 따라 그 배열

방향이 다양하게 되므로 잡음의 영향을 더 크게 만

들며, 또한 다양한 세기의 잡음을 생성시킨다. 그

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1㎛이하의 화소 사이즈를

가진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칩이 개발된다고 해도

해결이 어려운 공간 재생상에 수반하여 시청자의

눈에 동시에 투사되는 패널 또는 칩의 활성표면이

다. 재생상은 이들 패널 또는 칩의 활성표면으로부

터 생성이 되므로 재생상의 근원인 이들 표면이 재

생상과 함께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표면의 밝기이다. 이들 표면은 레이저 빔이

직접 조사되는 부분이고 재생상은 이들 표면에 조

사되는 빔 중 회절 효율에 의해 정해지는 일부 에

너지만 재생상의 형성에 관계하므로 표면의 밝기가

재생상의 밝기보다는 더 밝아 재생상의 시청을 아

주 어렵게 한다. 이것이 홀로그램의 공간 재생상을

확인하기 위해 확산판을 사용하는 주 이유이다.   

이 논문에서는 디스플레이 칩을 사용하는 홀로그

래픽 디스플레이의 상공간과 재생상에 인가되는 잡

음의 분석을 통해 이 칩들 내지는 패널들의 홀로그

램 표시장치로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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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와 향후 전망을 기술한다. 

Ⅱ. 표시매질의 특징

평판 디스플레이의 특징을 표시하는 주요 파라미

터들은 화소 수, 화소 사이즈, 화면크기, 시각, 밝

기, 화면속도, 색상 등이다. 이들 특징에서 화소 수

및 사이즈 그리고 화면크기는 이들 중 2개가 정해

지면 하나는 이 둘에 종속되어 얻어지는 종속 변수

이다. 그리고 그 외의 파라미터들은 서로 독립적이

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공간-대폭 적

(Space-Bandwidth Product), 화소 사이즈, 시각,

밝기 그리고 색상이다. 공간대폭은 표시매질에 초

당 표시할 수 있는 최대 간섭무늬 (Interference

Fringe)의 수를 표시하므로, 평판 디스플레이의 화

소 수, 화소 사이즈, 화면크기 그리고 화면속도 등

을 아울러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표시매질에 초

당 표시 가능한 간섭무늬의 수는 단위 면적당 표시

가능한 최대 간섭무늬의 수에다 화면크기를 곱하고

여기에다 다시 화면 속도를 곱한 값으로 정의된다.

단위면적당 표시 가능 간섭무늬의 수는 표시매질이

표시 가능한 간섭무늬의 최소 주기(Period)에 반비

례하므로, 화소 사이즈는 공간 대폭적을 정의하는

하나의 독립 파라미터이다. 시각은 홀로그램 기록

시 기준파와 물체파 사이의 최대 각도인 교차각

(Crossing Angle)으로 정의된다. 이 교차각은 그

각이 작은 경우는 화소 사이즈에 반비례한다. 이들

파라미터를 이용해 현재 가용한 홀로그램 표시매질

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AOM의

경우는 TeO2결정이 사용되었는데 이 결정의 신호

대폭은 대략 50 MHz이다. 이 결정에 m개의 채널

을 평행하게 배열하게 되면 신호대폭은 50m MHz

가 된다. 여기에다 단위길이가 1cm인 AOM을 n 개

수평으로 다중화 하는 경우 신호대폭은 50mn

MHz·cm가 된다. 그러나 AOM의 길이가 수 cm이

상인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간 대폭적의 정확한

정의는 어렵다. AOM은 신호가 아날로그(Analog)

형으로 AOM의 화소 구조에 의한 여타의 회절무늬

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0차빔은 Fourier렌즈

의 사용에 의해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 그러나 간섭

무늬의 최소 주기가 12㎛에 대응하는 음향파만 발

생이 가능하여 교차각의 최대값은 가시광선 범위에

서 1.91°  ~ 3.34°의 범위에 있다. 또한 AOM은 원

칙적으로 선형 변조기이며 주기가 12㎛ 이상인 위

상형 간섭무늬의 표시만 가능하여, 한 프레임 홀로

그램 표시를 위해서는 시간 및 공간 다중화 방식

(Spatiotemporal Multiplexing)을 사용해야 한다

[11]. 그러므로 시간 및 공간 다중화를 위한 광학계

와 1.91°  ~ 3.34°  범위에 있는 시각의 확대를 위한

축소 광학계의 필요성 등에 의해 전체 시스템이 벌

키(Bulky)하고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그림 1>

은 Schlieren방법으로 찍은 두 개의 공간 다중화

AOM채널에 표시된 선 홀로그램의 패턴을 보여준

다.  두 채널의 신호가 연속적인 것을 보여준다. 최

근에는 AOM의 일종인 Anisotropic Leaky-Mode

Modulator Array를 이용하여 평행채널의 수가 m

≥ 500 인 SLM이 소개 되었다[12]. 이 SLM도

AOM과 같이 12㎛ 이상인 위상형 간섭무늬의 표시

만 가능하나 자체의 격자 현상에 의해 재생상은 재

생빔과 24.7°  분리되어 있다. 이것은 DMD가

Blazed grating 역할을 하여 그 재생상이 재생빔에

서 24°  이상 떨어져 나오는 것과 비교가 된다. 음향

파의 주기 12㎛은 6㎛ 화소 간격에 대응한다. 디지

털 칩의 경우는 공간 대폭적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주어진 칩은 이미 총 화소 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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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 사이즈에 의해 그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공간-대폭 적은 전체 화소 수와 프

레임 변환속도의 곱으로 주어진다. AOSLM의 경우

는 조사 광 빔의 세기에 의해 자신의 굴절률이 변화

하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DMD에 표시된 홀로그램

을 AOSLM의 표면에 투사하며, 이 홀로그램의 간

섭 무늬별 강도에 따라 AOSLM의 굴절률이 변화게

된다. 이 AOSLM에 레이저를 조사하면 재생상이

생성된다[5]. 이 SLM의 공간 대폭 적은 정확히 알

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AOSLM은 초당 30회의 율

로 6400 X 6400개의 간섭무늬를 지웠다 썼다 할

수가 있다. LCoS의 경우는 UHD(Ultra High

Definition) 7680 X 4360의 해상도와 4.8㎛ X 4.8

㎛의 화소 사이즈를 가지고 초당 30회 변화하는 특

성을 가진 것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3840 X 2180

X 30이 공간-대폭적이 된다[7]. 그러나 이 것은 진

폭 홀로그램 표시용이다. 위상 홀로그램의 표시용

으로는 6㎛ X 6 ㎛ 화소 사이즈를 가지고 공간-대

폭적이 960 X 540 X 30인 것이 개발 되어 있다

[13]. 이 SLM의 회절 효율이 80%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입사빔 강도에 비한 재생상의 강도 비

(Intensity Ratio)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진폭 홀로

그램용의 LCoS 칩의 경우는, 화소 사이즈는 AOM

보다 적으나 1㎠ 당 신호 대폭의 경우는 32.85MHz

로 아직AOM 보다 못하다. DMD의 경우는 FHD

(Full High Definition)의 것이 초당 200,000

Frame/sec율로 동작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공

간   대폭 적은 960 X 540 X 200,000이 된다. 화소

<그림 1> 2채널 AOM내부의 아날로그 형 선 홀로그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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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는 6㎛ X 6 ㎛ 것이 개발되어 있다. SLM의

경우 LCD는 거의 LCoS로 대치되어 예전의 것은

LCoS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 그러나 LCD의

High Speed화에 의해 현재 240Hz로 동작하는

LCD가 개발되어 있어[14] 공간-대폭적의 경우는

UHD 해상도를 가진 LCoS칩의 1/2에 육박하고 있

다. 현재 가장 적은 화소 사이즈를 가진 LCoS칩

의 경우 그 교차각은 가시광선 범위 내에서 2.39°

~ 4.18° 가 되나 실제 시각은 이것보다 적게 주어

진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로 사용되기 위해서

는 상기의 화소 사이즈 외에 공간 대폭(Space

Bandwidth)이 클수록 좋다.  RP[10]의 경우는 광

폴리머(Photopolymer)를 주 감광매질로 사용하는

필름으로 공간-대폭 적이 홀로그램 기록용의 일반

광 폴리머 필름에 대응하므로 상기에 기술한 어떤

표시매체보다도 큰 값을 가진다. 그러므로 잡음이

적고 시각과 해상도가 뛰어난 홀로그램의 표시가

가능하나, 제브라 홀로그램[15]과 같은 사진에 의존

한 스테레오 홀로그램 형의 재생상만을 표시 가능

하므로 초 다시점 3차원 영상 장치와 같은 영상만

구현이 가능하여, 현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구현

하는 깊이감을 가진 공간 상의 표시와는 다소 거리

가 있다.  

Ⅲ. 디스플레이 칩에서 화소 배열
구조에 의한 회절무늬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칩이나 디스플레이 패널은

동일한 크기와 형태의 화소가 2차원으로 배열되어

있어, 레이저 빔을 조사 시는 2차원 선형격자

(Line Grating)의 역할을 한다. 홀로그램은 이 2차

원 선형격자의 구성단위인 화소에 인가되므로 홀로

그램의 간섭무늬 패턴의 규칙성에 의해 재생상과

더불어 여분의 회절무늬가 형성된다. 이들 회절무

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칩 또는 패널의 활성표

면과 동일한 형태와 사이즈를 가진 광 패턴이다.

그 이유는 조사 빔이 칩 또는 패널의 전체를 조사

하며, 평행화된(Collimated) 빔이기 때문이다. 이

선형격자에 의해 형성되는 회절 무늬는 <그림 2>에

주어져 있다. <그림 2>는 LCD와 DMD칩의 회절

무늬와 이들 칩에 일정간격의 선형 격자 패턴과 그

리드(Grid) 패턴을 각각 LCD와 DMD칩에 인가 시

주어지는 회절 무늬가 주어져 있다. 이들 사진에

서 LCD의 경우는 조사 빔의 단면적보다 칩 표면

사이즈 (2.8 cm X 3.7 cm)가 크고, 화소 사이즈가

36㎛X 36㎛이여서 무늬 내 패턴 사이의 간격이 적

어 렌즈를 사용하여 무늬를 축소시킨 사진이다. 각

회절빔이 점으로 주어져 있다. 중앙의 가장 밝은

회절빔이 0차 이며, 원으로 표시한 4개의 회절빔이

1차 빔이다. 이 5개의 회절빔을 이 논문에서는

LCD의 주 회절빔이라 명명한다. 이 회절무늬는 2

차원 선형격자의 전형적인 무늬이다. 격자무늬 사

이의 간격은 이 선형격자의 주기를 정의하는 화소

간격에 의해 정해진다. LCD에 선형격자 패턴을 인

가한 경우는 이 회절 무늬의 수평방향 각 패턴사이

에 동일한 회절빔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선형

격자 패턴의 인가에 의한 것이다. 사진에서는 각

회절빔 사이에 2개의 빔이 더 나타나는 것으로 표

시되어 있다. 오른쪽 사진의 직사각형 Box들이 이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선형격자의 방향이 수직이므

로 수평방향으로만 여분의 회절빔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이 선형격자의 주기가 화소의 간격보다

크기 때문에 회절 빔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된

다. DMD의 경우는 On/Off시에 Blazed Grating으

로 변하며 또한 전체 표면을 45°회전시킨 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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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화소 배열을 가지므로[16], 대각선으로 배열된 2

차원 격자 무늬가 형성된다. 왼쪽 사진에서 백색의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 무늬에서 가장 밝은

4개의 회절빔을 보여 주는데, 이것이 0차 회절 빔

의 존재를 구별하기 어렵게 하는 Blazed Grating

의 특징이다. 이 Blazed Grating은 톱니(Sawtooth)

형태의 격자 형태를 가져, 조사빔이 격자 표면에

수직으로 격자에 조사되면 이 톱니날이 이루는 각

도의 2배 각도로 그 반사빔 즉 0차 회절빔이 나타

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각도의 측정에 의해 0차 회

절빔의 존재가 확인 가능하다. 백색 사각형 안의

네 개의 빔은 각기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DMD의

회절 무늬에서는 왼쪽으로부터 0차, ±1차 그리고

2차 회절빔을 나타낸다. 이 4개의 회절빔을 이 논

문에서는 DMD경우의 주 회절빔이라 칭한다. 그러

나 Blazed Grating 에서는 이들 빔이 거의 유사한

강도로 나타난다. 그리고 격자 사이의 간격, 즉 이

들 다른 차수 빔 사이의 간격은 이들 패턴의 대각

선 간격으로 주어진다. DMD에다 2차원 그리드 패

턴을 인가한 경우에는 내부의 백색 사각형 내에 주

어지는 것과 같은 여분의 회절빔들이 형성된다. 이

들 회절빔들의 크기는 원래 빔의 크기와 동일하나

그 빔사이의 간격이 작으며 또한 밝기가 훨씬 줄어

든 것이 특징이다. 물론 이 간격은 그리드의 주기

가 화소 간격보다는 최소 2배이상 크기 때문에 생

긴 것이다. <그림 1>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 홀로그

램의 간섭무늬에 선형격자 또는 그리드와 같은 패

턴을 가진 부분이 있으면, 이들에 의해 재생상은

물론 사진의 회절 패턴이 동시에 상 공간에 나타난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생상은 각 회절빔에

수반하여 나타나므로, 이들 각각의 회절빔과 이들

회절빔들에 수반한 재생상이 1차 또는 0차 회절빔

에 수반한 재생상들과 서로 중첩되어 상공간에 나

타나게 된다. 상 공간은 오른쪽 DMD사진내의 안

쪽 백색 사각형에 의해 정의되는 공간으로, 이들

회절빔들과 이에 수반한 재생상들의 중첩에서 재생

상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들 회절빔과

이에 수반하는 재생상은 잡음으로 역할을 하게 된

다. 그러나 간섭무늬에 선형격자 또는 그리드와 같

은 패턴이 홀로그램 전체의 일부만 차지 하므로 이

들 회절빔의 밝기는 백색 공간내의 회절빔들보다

강도가 낮아서 재생상의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그

러나 만약 이들 패턴이 차지하는 공간이 커서 이들

패턴의 밝기가 재생상의 밝기와 같거나 더 밝게 되

면 재생상의 식별은 힘들어 진다. 

Ⅳ. 상 공간(Image Space) 

Ⅱ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재생상이 나타나는

공간은 <그림 2>의 좌측 사진에서 DMD의 경우는

작은 백색 사각형내의 공간이 되며, LCD의 경우는

0차 회절빔 (사진에서 중앙의 가장 밝은 빔)과 일차

회절빔 사이의 공간이 된다. 실제적으로 재생상은

이들 회절빔의 각각에 수반하여 이 빔의 주변공간

에 나타나나, 선형 또는 그리드형 격자에 의한 회절

패턴의 강도는 Sinc Function {12}의 제곱으로 주

어지므로 1차 회절빔 이상은 그 세기가 1차나 0차

회절빔보다 아주 작아 이들에 수반된 재생상들도

이들 차수의 회절빔들에 수반한 재생상보다 그 세

기가 낮아 이들 차수의 회절빔 사이 공간이 재생상

이 이들 회절빔과 중첩됨이 없이 구현되는 공간이

다. 그러므로 DMD의 경우는 왼쪽사진의 안쪽 백색

사각형의 내부 공간에 상공간이 위치된다[17]. 그러

나 이 내부 공간 전부가 상 공간이 되는 것은 아니

다. 이것이 <그림 3>에 보여진다. <그림 3>은 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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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CD와 DMD칩에 인가된 격자 패턴에 의한 회절 패턴 

<그림 3> LCD와 DMD칩의 재생 상 공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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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중심점으로 하고 칩의 대각선 사이즈보다 큰

원을 물체로 하여 만들어진 홀로그램의 재생상을

보여준다. 원의 직경이 칩의 대각선 보다 약간 클

경우는 재생상이 DMD의 4개의 주 회절빔을 둘러

싼 형태로 주어진다. 그러나 원의 직경이 이것보다

조금 더 커지면 LCD의 5개 주 회절빔 중 0차 회절

빔을 제외하고는 4개의 1차 회절빔에 의해 정의되

는 공간 외부 즉 정사각형 외부에 있는 재생상의 밝

기가 멀어질수록 더 줄어든다. 원의 사이즈가 더 커

서 1차 회절빔 사이 간격의 1/2이 되는 경우는 재생

상이 DMD의 주 회절빔 사이의 공간인 사각형 내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홀로그램 자체 패턴에

의한 여분(Extra) 회절빔에 의해 재생상의 일부만

나타나 보인다. 만약 원의 크기가 회절빔 사이의 간

격보다 커지게 되면, LCD의 주 회절빔에서 보는 것

과 같이 0차에 부가된 재생상은 원형의 재생상을

보여주나 다른 1차 회절빔에 의한 재생상은 잡음에

의해 거의 재생상의 구별이 힘들다. 그러므로 이들

칩에서 상공간은 주 회절빔에 의해 정의되는 정사

각형 내부로 정의되나, 실제 구별 가능한 재생상은

1차빔에서 0차와 1차빔사이 간격의 1/2되는 거리

사이의 공간에 나타난다. 이 공간은 교차각에 의해

정의되며, 효과적인(Effective) 상 공간이다. 이 교

차각은 시각 (Viewing Angle)과 동일한 의미로 쓰

인다. 그러나 이 시각은 실제 홀로그램 재생상을 볼

수 있는 각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재생상이 나

타날 수 있는 공간의 퍼짐 각도 (Spreading Angle)

를 나타낸다. 실제 재생상을 볼 수 있는 각도, 실제

시각은 홀로그램의 사이즈에 비한 재생상의 상대적

인 크기가 작을수록, 시각에 근사하나 시각보다는

클 수 없다. 그리고 이 상을 볼 수 있는 상과의 거리

도 상대적인 크기가 작을수록 실제 시각이 줄어들

므로, 상의 시청이 힘들어 진다. 그리고 재생상의

크기를 홀로그램의 크기 즉 칩의 활성표면보다 더

크게 하면, 더 커진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의 재생상

의 밝기는 줄어들며, 재생상의 크기가 화소 구조에

의해 주어지는 회절각도보다 더 크게 되면, 이 부분

은 상이 재생되지 않는다 [18].    

Ⅴ. 홀로그램 간섭무늬 패턴에 의한
영향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표시매질에 표시된 홀로

그램의 간섭무늬 패턴 구조에 따라 생성된 여분의

회절무늬와 이에 수반하는 재생상은 주 회절빔에

수반하는 재생상에 중첩됨으로 주 회절빔에 수반하

는 재생상의 선명도(Sharpness)와 대비(Contrast)

를 떨어뜨리는 잡음의 역할을 하나, 이것은 홀로그

램 자체에 수반된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현재로써는

감소나 제거시킬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 다소

잡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재생상의 크기

를 적게 하여 회절빔 가까이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다. 이것의 효과는 주기적인 선형 격자패턴의 간섭

무늬가 더 적게 형성되도록 하는 것인데 다소 효과

가 있어 보인다. 이 절에서는 홀로그램 간선무늬 패

턴에 따른 재생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잡음의 예

만 보여준다. 

<그림 4> 이상은 디스플레이 칩으로 7.637㎛ X

7.637㎛의 화소 사이즈를 가진 해상도가 1280 X

800인 DMD를 사용한 경우 재생상을 보여 준다.

<그림 4>는 두 개의 상하 점으로 이루어진 On-

axis 홀로그램과 이 홀로그램에 의한 재생상을 보

여준다. 홀로그램에서 수평방향으로 배열된 주기가

다른 선형의 격자 패턴들이 뚜렷이 나타나있다. 이

것의 효과는 재생상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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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하 점이 주 회절 빔 내에 주어지는 것은 물론

수직 방향으로 생성된 선형격자 들에 의해 수직방

향으로 배열된 여분의 회절빔에 수반한 재생상들

에 의해 재생상이 마치 수직 방향의 점 배열인 것

같이 보여 진다. 만약 물체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

을 시는 재생상 만으로는 물체에 대한 실제 정보

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5>는 상

공간을 꽉 채우는 크기를 가진 정사각형의 재생상

<그림 4> On-Axis 점 홀로그램에 의한 재생상 패턴

<그림 5> 상 공간내의 정사각형의 홀로그램 및 재생상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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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재생상이 좌우 상하 방향으로 조금

씩 천이되어 여러 개가 나타나는데 이들에 대응하

는 실제 여분 회절 빔의 존재는 직사각형으로 표

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식이 어렵다. 아마 상

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흐린 부분이 이들 회절 빔

들의 중복에 의한 것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재생상 중에서 중앙의 가장 밝은 재생상은 위 측

의 주 회절 빔에 의한 재생상으로, 이 회절 빔에서

멀어질수록 재생상의 밝기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재생상들도 같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

으며, 주 회절 빔의 좌/우측 빔 위치에 가까운 부

분은 재생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재생

상을 생성하는 홀로그램을 보면 간섭무늬 패턴이

좌우 상하로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식이

되지만 <그림 4>와 같은 선형 격자 패턴은 보여지

지 않는다. <그림 6>은 실제 상 공간에 대응하는

크기의 돌고래 재생상으로 주 패턴은 <그림 4>와

같이 수직으로 반복되나 좌 우 방향으로도 많은

패턴이 나타나는데 특히 밝은 부분은 돌고래의 일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부분의 부분 재생상

은 이 재생상과 관련한 회절빔을 생성시키는 홀로

그램의 부분이 재생상의 다른 부분은 잘 생성시키

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들 부분

적인 재생상이 잡음화 되어 있고, 또한 이들과 관

련한 회절빔들의 중첩에 의한 에너지 분포에 의해

상 공간 전체가 잡음으로 충만되어 있어 재생상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재생상을 생성하는 홀

로그램의 패턴을 보면 중심부분의 선형격자 패턴

과 왼쪽 가장자리 부근을 위시한 사선 방향의 격

자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이차원 그리드 등 많은 격

자 패턴이 서로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도 <그림 6>과 유사한 홀로그램 패턴을 가진 것으

로 컵을 재생상으로 보여준다. 이 홀로그램 패턴

도 수평(우측 중심부근), 사선(좌측 가장자리 부

<그림 6> 상 공간내의 돌고래 형상의 홀로그램 및 재생상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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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2차원 그리드(아래쪽) 등 여러 가지 격자 패턴

이 섞여 있는 홀로그램 특성을 나타낸다. 잡음의

정도는 <그림 6>과 차이가 없다. 이 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홀로그램의 간섭무늬 구조에 따

라, 재생상이 여러 개 생기며, 이 재생상에 따른 회

절 빔들이 상공간 전체를 흐리게 하는 백색 잡음

(White Noise)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간섭 무늬의 패턴이 여러 가지 방향의 격자를 포함

할수록 잡음의 정도가 심해짐도 알 수 있다. 그리

고 또한 간섭 무늬 패턴에 특정한 격자무늬 패턴이

주어지지 않아도 패턴의 주기성에 의해서 좌우 상

하로 많은 재생상들이 조금씩 위치를 달리하여 생

성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격자 패턴은 홀로

그램 간섭무늬 자체 특성은 물론 이에 포함된 고유

적인 것이므로 제거가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홀로

그램 디스플레이의 구현을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현재로써는 재생상이

회절 빔과 가까운 상 공간에 재생되도록 하여 잡음

의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의 하나인

것 같다.

Ⅵ. 결 론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장점은 부피를 가진 공

간상을 표시하는 것이다. 칩이나 패널을 이용한 홀

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광원을 제외한 홀로

그램 표시 매질은, 기존 평면 영상과의 호환성을 유

지하는 차원에서 향후 추가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다. 지금까지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디스플레이

칩을 이용하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화소 사이

즈의 극소화와 칩의 활성 표면 사이즈의 극대화에

의한 시역과 공간-대역폭의 최대화가 필요하다. 뿐

만 아니라 화소 패턴의 주기성에 의해 일어나는 회

<그림 7> 상 공간내의 컵 형상의 홀로그램 및 재생상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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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현상의 극소화에 의한 회절 효율 증대, 그리고

홀로그램 자체의 간섭무늬 패턴의 구조와 주기성에

의해 주어지는 백색 잡음 최소화도 필요하다. 또한

공간상과 함께 주어지는 디스플레이 표면은 홀로그

램의 재생상의 시청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므로, 디

스플레이 표면이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을 고안함

으로써, 이들 칩/패널을 이용한 홀로그래픽 디스플

레이의 구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상기의 문제

해결이 디스플레이 칩이나 패널을 이용한 홀로그램

표시장치를 가능케 하는 최단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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