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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홀로그램과 굴절률 차이를 이용하여 사용된 광원의 파장보다 큰 단차를 측정하는 연구를 하였다. 위상차를 측정하여 단차를 

측정하는 방식에서는 위상차가 2π보다 큰 경우에는 원리상 단차를 구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굴절률 차이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광경로차를 줄여 파장보다 큰 단차를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홀로그래피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실험적으로 파장의 약 

3배 이상의 단차를 측정하였다.
주제어: Holography, Digital holography, Height measurement

†E-mail: yyhyoung@cheju.ac.kr

I. 서 론

디지털 홀로그램 기술은 CCD(Charge Coupled Device)와 

같은 반도체 기록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 대상체

의 홀로그램 데이터를 획득하고, 수치적 3차원 영상 재생의 

방법으로 측정 대상체의 3차원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약 30년 전에 개념적 방법론이 제안되어, CCD
의 발전과 컴퓨터 연산 속도의 발전으로 수치적 3차원 영상 

재생의 방법이 발전하여 현재 실용적 용도에 적용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들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6] 이와 

같이 측정 대상체의 3차원 데이터는 홀로그램 방법으로 기

록함으로써 1회 촬영으로 측정 대상체의 3차원 데이터를 획

득하고, 수치적 재생으로 측정 대상체의 3차원 데이터를 재

구성하여 표시 할 수 있으므로 3차원 데이터 획득, 처리, 표
시 면에 있어서 앞서 개발되어온 첨단 현미경들에 비하여 비

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3
차원 데이터 관련 능력으로 보다 다양한 측정 대상체의 데이

터 표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서 다양한 응용이 예상되어

진다.[7-10]

디지털 홀로그램은 홀로그램 필름 대신에 CCD를 이용함

으로써 CCD에 입력된 정보는 홀로그래픽용 필름에 감광된 

현상과 일치하며 홀로그램의 일반 원리와 이론적으로 동일

하다.
그러나 디지털 홀로그래피도 간섭을 이용하기 때문에 물체

의 단차가 사용된 파장(λ) 보다 큰 물체의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파장 디지털 홀로그

래피가 제안 되었다.[11,12] 그러나 2파장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2파장 각각에 대하여 홀로그램을 얻고 이를 수식적으로 재

생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어 굴절률 차이를 이용

하여 광경로차(optical pass differnce)를 작게 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제안 되었다.[13]

본 논문에서는 굴절률 차이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광경로

차를 사용된 광원의 파장보다 작게 하여 측정할 수 있는 디

지털 홀로그래피 장치를 구성하여, 사용된 빛의 파장보다 큰 

단차를 측정하는 연구를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홀로그래피

디지털 홀로그래피 현미경에서 홀로그램 데이터는 CCD로 

입력되는 물체광(O)과 참조광(R)의 간섭에 의하여 주어진다. 
그림 1과 같이 렌즈의 초점거리가 f인 in-line 투과형 디지털 

홀로그래피 현미경을 고려하자.
CCD에 형성되는 2차원 홀로그램의 빛 세기는 (1) 식과 같다.

     
     (1)

(1) 식에서 R은 참조파, O는 물체파를 나타내고 R*, O*
는 

각각 참조파와 물체파의 공액복소수이다. 식 (1)의 첫째항은 

참조광만의 세기이고, 둘째항은 물체광만의 세기이며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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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디지털 홀로그래피 현미경 구성과 영상 재생. MO: 확대렌즈, R: 참조광, O:물체광, BS: 광 분할기, b: 물체와 렌즈간의 거리, 
S'; 렌즈와 CCD간의 거리, S; CCD와 영상 재생 면까지 거리.

그림 2. 투과형 홀로그래피에서의 광경로차.

항과 넷째 항이 각각 허상 항과 실상 항을 나타낸다. 따라서 

첫째항과 둘째 항은 영차회절광에 해당되며 셋째 항과 넷째 

항이 임의의 각도로 회절하는 회절차수에 해당되는 항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홀로그래피에서 홀로그램을 저장하는 

장치로 CCD를 사용한다. CCD의 사양은 픽셀 수 Nx×Ny, 픽
셀크기(△x × △y)와 센서 크기(Lx × Ly)로 주어진다. CCD의 

(k, l)픽셀에 저장되는 간섭세기 정보는 (2) 식과 같다.[14,15]

      


 


 









∆  ∆  (2)

(2) 식과 같이 참조광과 물체광에 의한 홀로그램 데이터는 

수치적 영상 재생에 이용된다. 수치적 재생 파동은 참조광과 

홀로그램데이터(Ih)를 이용하여 (3) 식과 같이 표현된다.

  
    (3)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0차 회절이고, 세 번째 항은 허

상, 네 번째 항은 실상이다. in-line 홀로그램은 (3) 식의 각 

항에 해당되는 영상이 같은 위치에 생성된다. 프레넬(Fresnel) 
공식을 이용하여 영상이 맺히는 지점에서의 파동분포는 (4) 
식과 같다.[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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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 λ는 사용된 빛의 파장이고 S는 CCD에서 영상이 

재생되는 곳까지의 거리, A는 상수이다. 일반적으로 (4) 식
을 계산하기 위하여 FFT(Fast Fourier Transform)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4) 식은 복소수이기 때문에 재생 영상(I(m, n))과 

위상영상((m, n))은 (5) 식과 같이 얻어진다.

     

    
 

 (5)

2.2. 굴절률 차이에 의한 광경로차

그림 2와 같이 최대 두께가 H, 굴절률이 ns인 시료가 굴절

률이 nM인 물질에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 시료를 통과하는 

빛과 시료를 통과하지 않는 빛의 위상차(θ)와 광경로차(OPL)
는 (6) 식과 같다.

    

   (6)

(6) 식에서 ns(x, y), d(x, y)는 각각 시료의 위치(x, y)의 굴

절률과 두께이다. (6) 식으로부터 굴절률이 nM≈ns인 물질을 

이용하면 광경로차와 위상차가 nM = 1인 공기 경우보다 감

소함을 알 수 있다. (6) 식으로부터 시료의 단차가 사용된 파

장보다 큰 경우에도 굴절률 차이를 이용하면 간섭에 의해 측

정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실 험

그림 3과 그림 4에 in-line 투과형, 반사형 홀로그래피 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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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투과형 홀로그래피 현미경. VN: 가변필터, BS: 광분활기, 
M: 거울, O: 물체광, R: 기준광, BE: 빔확대기, ML: 대물

렌즈.

그림 4. 반사형 홀로그래피. VN: 가변필터, BS: 광분활기, M: 거
울, O: 물체광, R: 기준광, BE: 빔확대기, ML: 대물렌즈.

(a) (b)

(c) (d)

그림 5. 굴절률 차이효과. (a) 다른 굴절률 액체를 도포한 렌즈의 

홀로그램, (b) 다른 굴절률 액체를 도포하지 않은 렌즈의 

홀로그램, (c) (a)의 위상영상, (d) (c)의 위상영상

경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기본적인 구성은 마흐젠더 간섭

계와 같다. 투광형인 경우 사용한 광원은 10 mW He-Ne 레
이저이고, 시료를 투과한 영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미경 대

물렌즈 ML(Mitutoyo LWD 50X, NA = 0.55)을 사용하였다. 
가변필터는 간섭 문양의 명암대비가 최대인 홀로그램을 얻

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홀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하여 CCD 
(IMPREX)를 사용하였고, CCD의 픽셀크기는 7.4 μm × 7.4 
μm이고 픽셀 개수는 1024×1024이다. 반사형인 경우에 사용

된 광원은 20 mW, 파장이 532 nm인 다이오드 레이저(Laser 
Diode)를 사용하고 현미경 대물렌즈는 Mitutoyo LWD(100X, 
NA=0.9)를 시용하였고 사용된 CCD는 투과형과 동일하다.

측정에 사용된 시료는 광을 투과할 수 있는 마이크로 렌즈

와 PR(Photo-resistor)이 부분적으로 다르게 도포된 트랜지스

터이다. 마이크로 렌즈는 투과형 홀로그래피 현미경으로 측

정하였고, 트랜지스터 시료는 반사형 홀로그래피 현미경으로 

측정하였다.

IV. 실험결과

굴절률 차이에 의한 위상변화, 즉 (6) 식을 확인하기 위하

여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로 제작된 배열된 마이크

로 렌즈(array micro-lens, ns = 1.575)를 이용하여 굴절률이 

다른 액체를 도포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를 조사였고,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 굴절률이 nM = 1.5280인 

액체를 이용하였다. 그림 5(a)와 (b)는 각각 굴절률이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경우와 도포하지 않은 경우의 홀로그램이고, 

그림 5(c)와 (d)는 그림 5(a)와 (b)의 위상 영상이다.
그림 5(c)와 (d)를 비교하면 굴절률 차이에 의해 위상차가 

매우 작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5(c)의 경우에는 이웃한 픽셀간의 위상차이의 

절대값이 π 이상인 경우가 없는데 비하여, 그림 5(d)의 경우

는 픽셀 간 위상차이의 절대값이 π 이상인 경우가 많아 3차
원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복잡한 위상펼침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야 한다. 그림 5(c)의 위상 펼침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성

한 3차원 데이터는 그림 6(a)와 같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백색광 간섭계를 이용하여 얻은 3차원 데이터는 그림 6(b)와 

같다. 그림 6(c)와 (d)는 그림 6(a)의 도트선의 높이를 측정한 

값이다. 그림 6(c)에서 최고점의 높이가 38.21이고 바닥면의 

높이가 8.9775고 값의 차가 29.2325 μm이다. 그리고 백색광 

간섭계로 측정한 결과 렌즈의 높이가 약 28.14 μm로 측정되

었다. 이 측정 결과는 홀로그램으로 측정한 결과와 약 3%의 

차이를 보이나 굴절률 차이에 의해 높이 측정이 가능함을 보

여준다.
그림 6으로부터 확인한 굴절률 차이 효과를 이용하여 단차

가 파장보다 큰 물체를 측정하기 위하여 유리기판 위에 TFT 
(Thin Film Transistor)를 금속으로 만들고 그 위에 PR을 이

용하여 만든 문양 PR층의 두께를 부분별 조사하였다. PR의 

굴절률은 532 nm 파장에서 1.68이고 사용된 도포에 사용된 

액체의 굴절률은 nM = 1.5280이다. 이 시료는 금속층을 포함

하고 있어 투과형 홀로그래피 현미경으로는 측정하기 어려

워 반사형 홀로그래피 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7에 그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3차원 영상을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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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6. (a) gray level로 표시된 마이크로렌즈의 형상, (b) 백색광 간섭계로 측정한 동일한 샘플의 형상, (c) 투과형 홀로그래피 현미경으

로 측정한 결과, (d) 백색광 간섭계로 측정한 결과

(a) (b)

(c) (d)

그림 7. 굴절률 차이를 이용한 PR층의 높이 측정. (a) gray level 로 나타낸 측정 데이터, (b) 점 A에서 점 B 사이의 높낮이, (c) 점 B에서 

점 C사이의 높낮이, (d) 점 C에서 점 D사이의 높낮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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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위상 펼침을 하였다. 그림 7(a)는 측정된 PR층의 높

이를 gray level로 나타내었으며, 높이 측정 결과를 그림 

7(b), 7(c), 7(d)에 나타내었다. 그림 7(b)에서 보듯이 점 A에

서 점 B까지의 최대 높이 차이가 약 0.568 μm로 나타났다. 
점 B에서 점 C까지의 최대 높이 차이가 약 1.522 μm, 점 C
에서 점 D까지의 최대 높이 차이가 약 1.316 μm로 나타났

다. 그림 7(c)에서 1.522 μm에 해당되는 높이 차이는 굴절률 

정합 액체를 사용하지 않고 공기 중에서 측정 시에 PR의 굴

절률과 공기의 굴절률차 0.68 과 높이 1.522 μm의 곱에 측

정 광원이 PR 층을 뚫고 들어갔다 되돌아 나와야 하므로 2
배를 한 값이 광 경로차가 된다. 즉 광 경로차는 2.06992 μm 
이다. 이는 사용광원 파장(532 nm)의 3.89배에 해당되는 값

이다. 실제 굴절률 정합 액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림 

7(c)에 해당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고 한 파장이내의 높이 

값을 갖는 잘못된 결과를 얻는다.
그림 7의 결과로부터 다른 굴절률 물질을 도포함으로서 빛

의 파장보다 큰 단차도 측정 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파장보다 큰 단차를 측정하가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복잡한 

두 파장 홀로그래피나, 역학적 위상 이동 장치를 사용하는 

위상 이동 홀로그래피를 사용한다. 그러나 굴절률 차이를 이

용한 측정 방법은 간단하게 한파장의 홀로그램으로부터 단

차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단차가 큰 

시료에 적용할 수 있고, 또한 단차의 높이를 알면 역으로 시

료의 굴절률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V. 결 론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넓은 면적의 3차원 데이터를 획득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디지털 홀로그래피도 간섭을 이용

하기 때문에 사용된 빛의 파장 보다 큰 단차를 측정하기 어

렵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굴절률 차이를 이용하

여 시료 단차에 의한 위상차를 작게 하여 측정하였으며, 실
제 단차는 굴절률 정합 액체의 굴절률과 시료의 굴절률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굴절률 차이를 이용하면 사용된 

파장보다 큰 단차도 측정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단차의 높이를 알면 역으로 시료의 굴절률을 확인 할 수 있

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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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holography and refractive index difference are used to measure a high aspect ratio’s patterns. When interference fringes 
are very closely spaced, the phase data containing high frequencies where 2π ambiguities cannot be resolved. In this technique, 
the optical path difference is decreased by decreasing the refractive index difference. As a result, we solve the 2π ambiguities. 
Also, this technique is applicable to measure the refractive index if the shape of the sample is 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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