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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해상도 SLM 개발 필요성 및 현황

‥

1. 서 론 
　

디스플레이‥기술이‥발전함에‥따라‥기존의‥2

차원‥평면정보대신‥3차원‥공간정보를‥전달하려

는‥시도가‥많이‥이루어져‥왔다.‥그‥중에‥가장‥많

이‥시도된‥방법은‥두‥눈에‥안경을‥착용하여‥3

차원‥공간정보를‥인식하는‥가상현실‥(Virtual‥

Reality)‥기술과‥증강현실‥(Augment‥Reality)‥

기술‥[1]이다.‥최근의‥가상현실‥기술은‥스마트

폰의‥다양한‥센서‥및‥카메라‥기능을‥최대한‥사

용하면서‥카드보드‥형태의‥광학부품을‥도입하

여‥3차원‥정보를‥제공하고,‥최근‥스마트폰‥사양

의‥고급화와‥더불어‥빠르게‥발전하고‥있다.‥증

강현실‥기술은‥구글‥글라스의‥도입과‥함께‥한때‥

붐을‥이루었었는데‥실감나는‥외부환경‥정보에‥

유익한‥부가정보를‥나타내주는‥기술로‥최근엔‥

오락기기에도‥응용이‥되고‥있다.

하지만‥3차원‥정보를‥인식하기‥위하여‥추가적

인‥안경을‥착용해야‥하는‥것에‥대하여‥거부감을‥

나타내는‥경우가‥많았고,‥특히‥기존에‥안경을‥

착용하고‥있는‥사람들은‥또‥다른‥안경을‥착용하

기가‥여러모로‥불편하였다.‥이를‥보완하기‥위하

여‥무안경식‥3차원‥디스플레이가‥많이‥개발되고‥

있다‥[2].‥

Lenticular‥렌즈를‥이용한‥멀티뷰‥디스플레이

는‥관찰자의‥위치에‥제한이‥있다는‥단점이‥있지

만,‥재현되는‥3차원‥영상의‥깊이를‥자유롭게‥표

현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그러나‥초점-수렴‥

불일치‥현상이‥나타나서‥오랜‥시간‥멀티뷰‥3차

원‥영상을‥시청‥하는‥경우에는‥눈에‥피로가‥오

는‥단점이‥있다.‥초점-수렴‥불일치‥현상을‥극복

하기‥위한‥기술이‥슈퍼‥멀티뷰‥기술이다.‥슈퍼‥

멀티뷰‥기술은‥사람‥눈동자에‥2개‥이상의‥시점

영상을‥동시에‥보여주어서‥입체‥영상의‥깊이에‥

따라‥수정체가‥자연스럽게‥두께를‥변형시키게‥

하여‥눈의‥피로감을‥없앴다.‥하지만‥슈퍼‥멀티

뷰‥기술은‥여전히‥관찰자의‥위치에‥제한을‥두고‥

있다.‥

관찰자의‥위치에‥제한을‥두지‥않기‥위해‥제

안된‥기술이‥ Integral‥ Imaging‥기술이다.‥

Integral‥ imaging‥기술은‥관찰자의‥위치에‥자

유도가‥있으면서‥초점-수렴‥불일치에‥의한‥눈

의‥피로감도‥없게‥만드는‥기술이다.‥하지만‥

Integral‥imaging‥기술의‥단점은‥재현되는‥3차

원‥영상이‥렌즈의‥초점거리‥부근에서만‥선명하

게‥재현된다는‥점이다.‥‥

3차원‥공간정보를‥제공하려는‥최근‥기술들은‥

일부‥난제들은‥해결하였지만‥여전히‥난관에‥봉

착하고‥있다.‥이를‥극복하기‥위한‥기술로‥빛의‥

회절‥특성을‥이용하는‥홀로그래피‥기술이‥각광

을‥받고‥있다.‥감광필름을‥이용하는‥아날로그‥

홀로그래피는‥데니스‥가보르‥(Dennis‥Gabor)

의‥발견‥이후‥많은‥진보가‥있었지만,‥동적‥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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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재현하는‥디지털‥홀로그래피는‥아직‥초보

단계이며‥최근‥많이‥연구가‥되고‥있다‥[3].‥

본고에서는‥디지털‥홀로그래피에서‥핵심

적인‥부품인‥초고해상도‥SLM‥(Spatial‥Light‥

Modulator)‥개발‥필요성‥및‥현황에‥대해‥소개

하려고‥한다.‥

2. 초고해상도 SLM 개발 필요성

디지털‥홀로그래피에‥사용되는‥광원은‥가

간섭‥(coherence)‥특성이‥우수한‥레이저‥및‥

LED를‥사용하게‥되는데,‥가간섭‥광들은‥SLM

을‥통과하면서‥회절현상을‥일으키게‥된다.‥회

절‥현상은‥빛의‥파동특성‥때문에‥발생하는데‥

회절‥되는‥각도는‥SLM의‥픽셀‥피치에‥의존하

게‥된다.‥

그림‥1은‥픽셀‥피치가‥p인‥SLM을‥통과하였

을‥경우‥빛의‥회절‥특성을‥나타낸‥그림이다.‥

SLM을‥통과한‥빛들은‥회절현상에‥의하여‥사

방으로‥퍼지면서‥진행을‥하게‥되는데,‥진행하

는‥빛‥전면에‥렌즈를‥두게‥되면‥여러‥개의‥점

들로‥모이게‥된다.‥SLM을‥통과하기‥전의‥방

향과‥평행한‥회절‥된‥빛들‥(파란색‥표시)‥은‥렌

즈‥중심위치에‥모이게‥된다.‥원래‥방향보다‥위

쪽으로‥일정한‥각도로‥평행한‥빛들‥(빨간색‥표

시)‥은‥렌즈‥중심에서‥(λZ/2p)의‥거리만큼‥위

쪽으로‥떨어진‥위치에‥모이게‥된다.‥이‥점을‥

+1/2차‥점‥이라고‥한다.‥여기서‥λ는‥빛의‥파

장을‥나타내고,‥Z‥는‥렌즈의‥초점‥거리를‥나타

내게‥된다.‥만약‥렌즈를‥사용하지‥않았다면‥Z‥

는‥무한대의‥값을‥가지게‥되고,‥+1/2차‥점의‥

회절‥각도가‥θ=‥sin-1(λ/2p)로‥주어지게‥된

다.‥파란색‥빛과‥빨간색‥빛‥사이로‥회절‥된‥평

행한‥빛들은‥소멸간섭에‥의해‥빛이‥사라지게‥

된다.‥반대로‥아래쪽으로‥일정한‥각도로‥회절‥

된‥평행한‥빛들‥(노란색‥표시)‥은‥렌즈‥중심에

서‥(λZ/2p)의‥거리만큼‥아래쪽으로‥떨어진‥거

리에‥모이게‥되는‥데‥이‥점을‥-1/2차‥점‥이라

고‥한다.‥이런‥점‥외에도‥다른‥점들도‥나타나

게‥되지만‥이러한‥점들은SLM‥패턴에‥대한‥새

로운‥정보를‥주지‥못하기‥때문에‥의미‥없는‥회

절패턴이‥된다.　

1/2차‥점과‥-1/2차‥점‥사이의‥이미지,‥

I(x’,y’)는‥초점면에서의‥회절패턴‥또는‥

Fourier‥홀로그램이라고‥하며‥SLM면에서의‥

광‥투과‥패턴,‥A(x,y)와‥다음과‥같이‥연관된

다.

3/2‥차점과‥1/2‥차‥점‥사이의‥이미지는‥I(x’,‥

y’)와‥일치하게‥된다.

그림‥2는‥SLM의‥픽셀피치가‥그림‥1의‥SLM‥

보다‥1/2‥정도되는‥경우의‥SLM을‥통과한‥빛의‥

회절패턴을‥나타낸‥것이다.‥픽셀피치가‥작아

졌기‥때문에‥회절‥각도가‥약‥2배‥정도‥커진‥것

을‥알‥수‥있고‥홀로그램‥재현‥이미지는‥1/2차‥

점과‥-1/2‥차‥점‥사이에‥나타나기‥때문에‥약‥2

배정도‥커질‥수‥있음을‥알‥수‥있다.

Fourier‥홀로그램은‥그림‥2에서‥알‥수‥있듯

이‥SLM의‥제일‥윗부분에서‥회절‥한‥빛이‥초점

면의‥전체‥이미지‥(노란색‥부분)‥부분에‥도달

할‥수‥있는‥특징이‥있다.‥즉,‥SLM‥크기가‥작더

라도‥해상도는‥떨어지지만‥초점면에서의‥전체‥

이미지를‥나타낼‥수가‥있기‥때문에‥SLM‥크기

그림 1.  픽셀 피치가 p인 SLM을 통과하였을 경우 빛의 
회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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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작은‥경우에는‥Fourier‥홀로그램을‥사용하

는‥것이‥유리하다.

관찰자는1/2차와‥-1/2차‥안에‥있는‥빛들을‥

통하여‥홀로그램‥이미지를‥관찰할‥수‥있기‥때

문에‥홀로그램에서의‥시야각은‥2θ=‥2‥ sin-1‥

(λ/2p)로‥표현된다.‥표‥1은‥픽셀피치에‥따른‥빛

의‥회절각도를‥정리한‥것으로‥픽셀피치가‥1‥μm
에서도‥시야각은‥~‥30도‥(532‥nm)에‥불과함을‥

알‥수‥있다.‥따라서‥픽셀‥피치가‥λ/2보다‥작을‥

경우에야‥시야각이‥180도가‥되므로‥초고해상도‥

SLM의‥픽셀피치의‥최종‥목표는‥파장의‥절반‥정

도의‥크기를‥가지는‥것이‥된다.‥‥　

그림‥3은‥렌즈를‥사용하지‥않고‥홀로그램

을‥관찰하기‥위한‥모식도이다.‥렌즈를‥사용하

지‥않고‥빛을‥1,‥2,‥3이라는‥점에‥모으기‥위해

서는‥SLM‥이‥렌즈‥역할을‥해야‥한다.‥평판‥렌

즈로‥알려져‥있는‥Fresnel‥렌즈‥패턴을‥SLM

의‥광‥투과‥패턴으로‥나타내면‥공간상의‥한‥점

에‥빛을‥모을‥수‥있다.‥그림‥3처럼‥3개의‥점에‥

빛을‥모으기‥위해서는‥3개의‥Fresnel‥렌즈‥모

양을‥계산한‥다음‥이를‥더해서‥만들어야‥한다.‥

좀더‥정확한‥수식은‥아래의‥Fresnel‥홀로그램‥

식을‥계산하면‥된다.‥

그림‥3의‥점들처럼‥Fresnel‥홀로그램의‥재

현‥이미지가‥SLM‥패널과‥거리가‥가까울‥수도‥

있는데‥이때에는‥SLM‥패턴의‥아래‥부분은‥회

절각도의‥제한‥때문에‥홀로그램‥재현에‥기여

를‥할‥수가‥없게‥된다.‥만약‥SLM‥패널의‥아래‥

부분을‥이용하여‥점을‥표현하게‥되면‥샘플링‥

이론에‥의하여‥고려하지‥않았던‥유령‥점들이‥

재현‥이미지로‥나타나게‥된다.‥따라서‥Fourier‥

홀로그램과는‥달리‥Fresnel‥홀로그램에서‥재

현되는‥이미지를‥크게‥만들고‥싶다면‥SLM의‥

크기‥또한‥크게‥만들어야‥한다.‥

　

3. 초고해상도 SLM 개발 현황 

초고해상도‥SLM을‥개발하기‥위해서는‥픽

셀‥피치가‥1‥μm‥이하로‥되는‥것이‥중요하다.‥

이를‥달성하기‥위한‥기술로‥Top-down‥방식

으로‥LCoS‥기술을‥소개하며,‥Bottom-up‥방

식으로‥플라즈모닉‥나노입자‥기술,‥Carbon‥

nanotube‥기술,‥거대자기저항‥기술,‥ZnO‥나

노입자‥기술,‥상전이‥소자‥기술들을‥소개한다.

그림 2. SLM 크기와Fourier 홀로그램 특성.

표 1. SLM픽셀 피치와 빛의 회절각도 비교. 

픽셀피치
회절각‥(θ)

λ=473‥nm λ=532‥nm λ=633‥nm

60‥μm 0.2º 0.3º 0.3º
10‥μm 1.4º 1.5º 1.8º
1‥μm 13.7º 15.4º 18.5º
0.5‥μm 28.2º 32.1º 39.3º

그림 3.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홀로그램을 관찰하기 
위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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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Liquid Crystal on Silicon (LCoS) 기술

액정을‥이용한‥SLM‥은‥투과형‥SLM과‥반사

형‥SLM으로‥나눌‥수‥있다.‥투과형‥SLM‥은‥기

존의‥TFT-LCD디스플레이‥공정을‥변경‥없이‥

적용할‥수‥있기‥때문에‥기업체에서‥많이‥연구

하고‥있다.‥반사형‥SLM‥은‥초고해상도‥SLM을‥

개발하기‥위하여‥연구되었는데‥주로‥LCoS‥기

술을‥이용하여‥제작되었다‥[4].‥Holoeye‥사는‥

픽셀피치가‥3.74‥μm로‥세계‥최고의‥해상도를‥

갖는‥반사형‥SLM인‥모델명GAEA를‥현재‥시

판하고‥있다.‥GAEA‥SLM의‥픽셀‥수는‥4,096‥

×‥2,464로‥약‥10‥M이고‥SLM‥크기는‥15.32‥

×‥8.97‥mm로‥약‥0.7‥인치‥크기이다.‥표현‥가

능한‥최고‥해상도는‥133.5‥lp/mm‥이고‥변조‥

가능한‥위상은‥532‥nm‥파장에서‥3.0‥π이다.‥

반사형‥SLM의‥위상변화는‥2π(2‥Δn‥d/λ)로‥

표시되는데‥여기서‥Δn은‥액정의‥굴절률‥이방

성,‥d는‥셀‥갭을,‥λ는‥파장을‥나타낸다.‥GAEA‥

SLM에‥적용하면‥Δn‥d‥=‥0.4‥μm가‥된다.‥

그런데‥그림‥5(a)에서‥보듯이‥액정에서는‥

픽셀피치가‥줄어들면‥인접‥액정‥셀‥들과의‥

fringe‥field에‥의한‥크로스톡이‥크게‥증가하

여‥회절효율이‥급속이‥줄어들게‥된다‥[5].‥따

라서‥되도록이면‥셀‥갭을‥줄이는‥것이‥필요한

데,‥투과형‥액정에‥비하여‥반사형‥액정은‥셀‥

갭을‥1/2로‥할‥수‥있으므로‥초고해상도‥액정

SLM을‥위해서는‥반사형‥SLM을‥사용해야‥한

다.‥하지만‥반사형‥SLM을‥사용하더라도‥셀‥갭

을‥더욱‥줄이기‥위해서는‥이방성‥액정의‥개발

도‥필요하다.‥그림‥5(b)에서‥보듯이‥cell‥gap

을‥1.0‥μm로‥하려면‥Δn‥=‥0.4인‥액정의‥개발

이‥필요해‥진다.

액정에서‥발생하는‥크로스톡에‥의한‥위상‥지

연‥효과를‥설명하기‥위한‥모델로‥위상‥프로파

일에‥Low‥pass‥필터를‥적용하여‥설명한‥것이‥

잘‥알려져‥있다‥[6].‥Low‥pass‥필터는‥그림‥6

과‥같이‥위상‥변화가‥느리게‥변하는‥곳에서는‥

영향이‥미미하여‥크로스톡이‥작게‥나타나지만‥

위상‥변화가‥급격한‥곳에서는‥높은‥공간‥주파

수‥성분을‥제거하여‥크로스톡이‥크게‥나타나

는‥원리이다.‥그림 4. 픽셀피치 3.74 μm GAEA SLM 모습 [4].

그림 5.  (a) 픽셀피치 감소와 회절 효율 [5], (b) 셀 갭 
변화와 굴절률 이방성 관계.

(a)

1.0 1.5 2.0 2.5
0.1

0.2

0.3

0.4

 

 

∆n

Cell gap (µ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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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소프트웨어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

홀로그램‥생성시에‥크로스톡을‥보정한‥결과를‥

만들어야‥하는데,‥이를‥위하여‥Fourier‥홀로‥

그램‥생성‥시에‥Low‥pass‥필터‥효과를‥초기‥

위상‥값에‥미리‥적용하는‥알고리즘이‥그림‥7과‥

같이‥개발되었다.

3.2 플라즈모닉 나노입자 기술 

Cambridge‥대학의‥Montelongo‥등은‥플라

즈모닉‥나노입자을‥이용하여‥2개‥이상의‥색의‥

재현이미지를‥표현하는‥멀티‥컬러‥홀로그램‥

구현하였다‥[7].

멀티‥컬러‥홀로그램을‥구현하기‥위하여‥그들

은‥나노‥입자의‥산란‥특성을‥최적화‥시켰는데‥

그림‥8(a)는‥원형‥나노입자의‥산란특성과‥막대‥

모양‥나노‥입자의‥산란특성을‥각각‥나타낸다.‥

원형‥나노‥입자는‥파란색만‥반사하는‥것을‥알‥

수‥있고‥편광‥의존성이‥없는‥반면,‥막대‥모양‥

나노‥입자는‥빨강색과‥파란색을‥동시에‥반사

하고‥편광‥의존성을‥나타낸다.‥막대‥길이에‥따

란‥파장‥선택성은‥그림‥8(b)에‥나타낸‥것과‥같

다.‥막대가‥길어질수록‥반사하는‥파장‥또한‥길

어지는‥것을‥알‥수‥있다.‥

그림‥9(a)는E-beam‥리소그래피를‥이용하

여‥제작한‥SLM‥으로‥Si‥기판‥위에‥200‥nm‥

SiO2를‥증착하고‥은‥나노‥입자를‥패터닝‥하여‥

제작되었다.‥픽셀피치는‥390‥nm로‥제작되어‥

그림 6.  Low pass 필터에 의한 크로스톡 효과 시뮬
레이션 [6].

그림 7.  Low pass 필터 효과를 적용하여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과정 모식도 [6].

 그림 9.  (a) 플라즈모닉 나노입자를 이용한 SLM, (b) 
재생된 멀티 컬러 홀로그램 [7]

 그림 8.  (a) 원현 나노입자 와 막대모양 나노입자의 
산란특성, (b) 막대 길이에 따른 파장 선택적 
산란특성 [7]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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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각이‥~80도에‥이른다.‥외부조명이‥백색

광일‥때‥SLM‥내부의‥막대‥모양의‥나노‥입자들

이‥빨간색의‥X‥자를‥나타내고,‥원형‥모양의‥나

노‥입자들은‥파란색의‥Y‥자를‥표시한다‥(그림‥

9(b)).

비슷한‥방법으로‥그림‥10처럼‥단일‥파장‥광

원을‥사용하고‥빛의‥편광‥방향을‥액정을‥이용

하여‥변경하면,‥SLM에서‥재현되는‥홀로그램‥

영상을‥액정에‥가해지는‥전압에‥따라‥바꿀‥수

도‥있다‥[8].

‥

3.3 Carbon nanotube (CNT) 기술 

Cambridge‥대학의‥Butt‥등은‥CNT를‥이용

하여‥홀로그램을‥재현하였다‥[9].‥CNT‥는‥Si‥

기판‥위에‥150‥nm‥크기의‥Ni‥촉매를‥이용하

여‥길러졌으면‥CNT의‥길이는‥약‥1500‥nm‥였

다.‥픽셀‥피치는‥400‥nm로‥시야각은‥~‥83도‥

이다.‥그림‥11(a)은‥길러진‥CNT의‥SEM‥사진

을‥그림‥11(b)은‥길러진CNT‥지름‥및‥CNT‥간‥

간격을‥그림‥11(c)는‥재현된‥이미지를‥나타낸

다.‥

3.4 거대 자기저항 기술 

NHK의‥Machida‥ 등은‥거대‥자기저항‥

(Giant‥magnetoresistance)‥기술을‥이용하여‥

홀로그램을‥재현하였다‥[10].‥거대‥자기저항기

술을‥이용한‥SLM의‥픽셀‥구조는‥그림‥12(a)와‥

같이‥광변조부,‥스페이서부,‥고정부로‥구성된

다.‥여기서‥광변조부와‥고정부는‥강자성체로‥

구성되어‥있으며‥자화‥방향은‥수직방향이다.‥

광변조부의‥스핀방향은‥가해지는‥전류‥펄스‥

방향에‥따라‥방향을‥바꾸는‥반면,‥고정부의‥스

핀방향은‥높은‥보자력‥때문에‥스핀방향이‥바

뀌지‥않는‥특성을‥가진다.‥즉‥전류가‥상부전극

에서‥가해지면‥광변조부의‥스핀은‥up‥상태에

서‥down‥상태로‥바뀌게‥되지만‥고정부의‥스

핀은‥down‥상태를‥유지한다.‥한편‥선‥편광‥된‥

빛이‥광변조부를‥통과하게‥되면‥Kerr‥효과에‥

 그림 11.  (a) SEM 사진, (b) CNT 지름 및 CNT 간 간
격, (c) 재현된 이미지 [9]

 그림 10.  빛의 편광 방향을 액정을 이용하여 제어하
는 SLM 구조 [8].

(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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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빛의‥편광방향이‥스핀방향의‥수직면에

서‥회전하는‥특성이‥있다.‥따라서‥SLM을‥통과

하는‥펄스‥전류의‥방향을‥조작함으로써‥선‥편

광‥된‥빛의‥편광방향을‥회전‥시킬‥수‥있어서‥

홀로그램을‥재현할‥수‥있다.‥

고정부‥물질로‥ Tb24Fe62Co14(10‥ nm)/

Co20Fe80(1‥nm)‥증착하였고‥스페이스‥물질

로‥Ag(6‥nm)를‥광변조부‥물질로‥Gd22Fe78(9‥

nm)를‥증착‥하였다.‥선‥편광‥된‥빛이‥Kerr‥효

과에‥의해‥회전하는‥편광각도는‥0.1‥도‥매우‥

작지만‥회절된‥빛에‥편광자를‥사용하여‥스핀‥

상태에‥따른‥반사‥특성을‥제어할‥수‥있다.‥픽

셀피치는‥1‥μm로‥매우‥작기‥때문에‥632.8‥nm‥

레이저를‥사용하는‥경우‥시야각은‥~36도‥넓

은‥편이다.‥그림‥12(b)에서‥보듯이‥시야각‥내

에서는‥홀로그램을‥선명하게‥관찰할‥수‥있음

을‥알‥수‥있다.‥

‥

3.5 ZnO 나노입자 기술 

SLM을‥전기적으로‥구동하는‥방법‥외에

도‥광학적으로‥구동하는‥OASLM‥(Optically‥

addressed‥spatial‥ light‥modulator)‥기술

에‥대해서도‥많은‥연구가‥행하여져‥왔다‥[11].‥

OASLM은‥그림‥13(a)처럼‥빛을‥받아들이는‥

광센서부와‥빛을‥변조하는‥액정이‥ITO‥사이에‥

채워져‥있는‥구조로‥되어‥있다.‥OASLM의‥해

상도는‥광센서부에서‥발생한‥전하의‥수평‥확

산거리에‥의해‥좌우되는데,‥전하의‥확산거리

를‥줄이기‥위해‥Cambridge의‥Shrestah‥등은‥

ZnO‥나노입자를‥사용하였다.‥ZnO‥는‥자외선‥

빛에‥대한‥흡수율이‥높기‥때문에‥얇게‥제작이‥

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도핑되어‥있지‥않은‥ZnO‥나노‥입자는‥보통‥

산소‥결핍에‥의하여‥n‥형‥반도체‥특성을‥나타

낸다.‥ZnO나노‥입자는‥주변의‥산소에‥전자를‥

제공하여‥표면에‥O2
-를‥형성하면서‥전하결핍‥

층을‥형성한다.‥그림‥13(b)처럼‥빛이‥조사되는‥

지역에서는‥전자-전공‥쌍이‥발생하는데,‥전공

이‥O2
-와‥결합하여‥산소‥층이‥떨어져‥나가고‥

전도도가‥좋아진‥나노‥입자가‥된다.‥빛이‥사라

지면‥다시‥산소가‥흡착되어‥전기‥전도도가‥나

빠지게‥된다.‥전하결핍‥층을‥통과하여‥전하가‥

이동하기‥위해서는‥hopping‥메커니즘을‥사용

해야‥하는데‥이는‥금속‥전도도에‥비하여‥매우‥

낮은‥전하‥전도도를‥나타낸다.‥ZnO를‥이용하

그림 12.  (a) Giant magnetoresistance를 이용한 
SLM의 픽셀 구조, (b) 재현된 이미지 [10].

그림 13.  (a) ZnO를 사용하는 OASLM 구조, (b) 빛에 
반응하는 ZnO 나노 입자 모식도 [11]. 

(b)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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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OASLM의‥단점은‥빛에‥반응하는‥반응속도

는‥~0.1초로‥비교적‥낮은‥편이라는‥것이다.‥　

ZnO‥나노‥입자를‥이용하여‥제작된‥OASLM

의‥회절효율을‥측정한‥결과가‥그림‥14(a)에‥나

타나‥있다.‥제작된‥SLM의‥해상도는‥825‥ lp/

mm‥(~0.6‥μm)까지‥높일‥수‥있지만‥200‥lp/

mm‥(~2.5‥μm)‥이상에서는‥회절효율이‥떨이

지는‥것을‥알‥수‥있다.‥비록‥ZnO‥나노‥입자의‥

해상도는‥높아도‥광‥변조‥하는‥액정의‥셀‥갭

이‥5.5‥μm이기‥크기‥때문에‥그림‥14(b)처럼‥

fringe‥field에‥의해‥회절효율이‥감소하게‥된

다.‥비록‥회절‥효율은‥떨어지지만‥그림‥14(c)

처럼‥픽셀피치를‥0.72‥μm에서도‥홀로그램이‥

잘‥재현되는‥것을‥알‥수‥있다.‥

3.6 상전이 물질을 이용한 기술 

상전이‥물질‥중‥GST‥(Ge2Sb2Te5)‥등의‥칼코

게나이드‥물질은‥최근‥여러‥분야에‥사용되어‥

왔다‥[12].‥GST물질은‥비정질상과‥결정상‥사

이에‥반사율의‥차이가‥크게‥나타나는데,‥이‥성

질은‥광‥기록‥매체인‥CD‥또는‥DVD에‥사용되

었다.‥또한‥GST‥물질은‥비정질상‥상전이‥전후

로‥전기적인‥저항이‥1‥order‥이상‥차이가‥나는

데,‥이는‥차세대‥고집적‥비휘발성‥메모리‥소자

인‥PRAM‥개발에‥이용되기도‥했다.‥최근에는‥

GST물질과‥ITO‥물질을‥적절히‥조합하여‥공진

구조를‥만들어서‥그림‥15와‥같이‥특정‥파장의‥

그림 14.  (a) 제작된 OASLM의 회절효율, (b) fringe 
field, (c) 재현된 이미지 [11]. 

 그림 15. GST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12].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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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만‥반사하는‥디스플레이를‥만들기도‥하였다.

GST‥공진구조에‥홀로그램‥패턴을‥새기면‥

홀로그램을‥재현하는‥것도‥가능하다.‥그림‥16

은‥ETRI에서‥제작한‥GST‥공진구조에‥새겨진‥

홀로그램‥패턴‥및‥재현된‥이미지를‥나타낸다.‥

제작된‥패턴은‥1‥μm‥픽셀‥피치로‥시야각은‥

~31도‥이다.

‥

4. 결 론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디지털‥홀로그래

피‥구현을‥위한‥초고해상도‥SLM‥개발을‥위하

여‥많은‥시도가‥이루어져‥왔지만,‥아직도‥동적‥

영상을‥구현하는‥기술은‥개발이‥되지‥못했다.‥

초고해상도‥광‥변조‥기술들은‥현재‥정적‥영상

을‥표현하는‥기술에‥머물러‥있으며,‥2개의‥이

미지의‥조합을‥나타낼‥수‥있는‥기술이‥가장‥발

전한‥기술이다.‥

초고해상도‥SLM을‥위해서는‥광‥변조‥소자‥

재료‥개발,‥소자‥구조‥개발,‥구동회로‥개발‥등‥

포괄적인‥범위에서의‥접근이‥필요하다고‥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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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미지.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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