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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홀로그램 기술은 기존의 홀로그램 기술 홀로그램 건판을 사용하여 사진 촬영과 같(

은 방식의 기록과 참조광 제공에 의한 차원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 로부터 출발하여3 )

와 같은 동영상 기록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 대상CCD(Charge Coupled Device)

체의 홀로그램 데이터를 획득하고 수치적 차원 영상 재생의 방법으로 측정 대상체의 차, 3 3

원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약 여년전 개념적 방법론이 제안되어. 30 ,

의 발전과 컴퓨터 연산 속도의 발전으로 수치적 차원 영상 재생의 방법이 발전하여CCD 3

현재 실용적 용도에 적용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들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5]

이와 같이 측정 대상체의 차원 데이터는 홀로그램 방법으로 기록함으로써 회 촬영으로3 1

측정 대상체의 차원 데이터를 획득하고 수치적 재생으로 측정 대상체의 차원 데이터를3 , 3

재구성하여 표시 할 수 있으므로 차원 데이터 획득 처리 표시 면에 있어서 앞서 개발되3 , ,

어온 첨단 현미경들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 데이터 관련 능력으로 보다 다양한 측정 대상체의 데이터 표시 욕구를 충족시킬 수3

있어서 다양한 응용이 예상되어진다.

디지털 홀로그램은 홀로그램 필름 대신에 를 이용함으로써 에 입력된 정보는 홀로CCD CCD

그래픽용 필름에 감광된 현상과 일치하며 홀로그램의 일반 원리와 이론적으로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홀로그램의 기록을 위해서 레이저 광을 두개로 나누어 하나는 참조광 다른 하나

는 물체광으로 이용하여 두개의 광의 간섭무늬를 홀로그램 건판에 기록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된 건판을 현상하면 홀로그램이 만들어 지게 되는데 이를 레이저광을 이용하여 재생함

으로써 물체와 동일한 형태의 차원 상인 실상과 허상을 얻을 수 있다3 .

이를 수식적으로 분석해 보면 홀로그램 건판 상의 임의의 위치 에서 홀로그램의 세기(x,y)

IH (x, y ) 는

IH(x, y) = |R|2 + |O|2 +  R *O +  R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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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서. R 은 참조파, O 는 물체파를 나타내고 R *, O * 는 각각 참조파와 물체파의

공액복소수이다 식 의 첫째항은 참조광만의 세기이고 둘째항은 물체광만의 세기이며 셋. 1 ,

째항 과 넷째항이 각각 실상항과 허상항을 나타낸다 따라서 첫째항과 둘째항은 영차회절광.

에 해당되며 셋째항과 넷째항이 임의의 각도로 회절하는 첫째 회절오더에 해당되는 항이다.

한편 홀로그램 필름 대신에 소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소자가 가진 픽셀 사이즈의CCD CCD

한계에 의하여 참조광과 물체광의 겹치는 각도가 제한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홀로그램 데

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수도 이내로 제한된 홀로그램과 홀로그램off-axis in-line (Gabor

홀로그램 만이 가능하다 홀로그램인 경우에 영차회절광 실상과 허상이 공간적으) . off-axis ,

로 모두 분리되어 재생 가능하지만 재생시 전체면적의 만이 유용하다 홀CCD 1/4 . in-line

로그램인 경우에 전체 면적의 재생상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홀로그램의 재생CCD in-line

시에 영차회절광 실상 허상이 구별되지 않고 섞여서 재생되게 된다 따라서 영차회절광 과.

실상 및 허상 중에 하나를 제거해야만 실재 기록된 물체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고주파 필터 및 홀로그램과 동시에 물체광만을 기록하여 영차회절광을DC-suppression,

제거하는 방식으로 영차회절광의 제거가 가능하지만 실상과 허상이 겹치는 이중상 문제는

제거하기가 어렵다.[6-8]

본 논문에서는 이중상중 허상을 제거하기 위한 디지털 홀로그램 현미경 시스템 구in-line

성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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