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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홀로그램 기술은 기존의 홀로그램 기술(홀로그램 건 을 사용하여 사진 촬 과 같은 방식의 기

록과 참조  제공에 의한 3차원 상을 재생하는 방법)로부터 출발하여 디지털 상장치와 같은 동 상 

기록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 상 체의 홀로그램 데이터를 획득하고, 수치  3차원 상 재

생의 방법으로 측정 상 체의 3차원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이다.[1-2]  이와 같이 측정 상체의 3차원 

데이터는 홀로그램 방법으로 기록함으로써 1회 촬 으로 측정 상체의 3차원 데이터를 획득하고, 수치

 재생으로 측정 상 체의 3차원 데이터를 재구성하여 표시 할 수 있으므로 3차원 데이터 획득, 처리, 

표시 면에 있어서 앞서 여타 미경들에 비하여 다양한 응용이 상되어진다.

 이 와 같이 가 간섭 길이가 긴 원의 경우 확산 물질(물질 표면의 거칠기가 장과 비슷한 경우)

에 의하여 speckle 상이 발생되며, speckle 상은 가 간섭 길이에 의존한다.  홀로그래피의 경우 일반

으로 가 간섭의 길이가 긴 원을 보편 으로 사용하므로, 홀로그래피 상에 향을 주게 되므로, 그

림 1(a) 와 같이 시료의 상를 얻기 힘들 뿐만 아니라 3차원 이미지의 수치 재생 과정에 향을 주어 

정상 인 3차원 상을 구 할 수 없다. 그러나 가간섭 길이가 짧은 원을 이용하며 speckle 상이 

히 감소한 상을 얻을 수 있다(그림 1b).

  일반 으로 speckle이 존재하는 경우 3차원 상을 얻기 하여 Mirau lens 를 이용한 백색 간섭계를 

이용하는 방법[3]과, Conoscopic 미경을 이용하는 방법[4]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고배율 즈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speckle 제거에 어려움이 있다. 앞에서 언 한 하드웨어 방법 외에 소 트웨어 인 방법

도 연구되고 있으나[5], 이경우도 공간 주 수수가 작은 경우 즉 배율인 경우에는 비교  성공 이나, 

고배율 즉 공간주 수가 큰경우에는 성공 이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간섭 길이와 speckle의 향의 계를 이용하여, 즉 가간섭 길이가 작은 원인 

 LED를 사용하여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구 하여 speckle 향을 감소시킨 홀로그램을 얻고, 이를 수치 

재생하여 3차원 상을 획득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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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GA image.  (a) laser image (b) L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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