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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홀로그램을 기준홀로그램으로 이용한 디지털 홀로그래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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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홀로그래피에서 자체 홀로그램을 기준 홀로그램으로 이용하여  왜곡이 제거된 3차원 영상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반사형 off-axis 홀로그래피 현미경을 구성하여 복수 공액 홀로그램을 얻었고, 복수공액 홀로그램 중 공간 

주파수가 작은 부분을 추출하여 기준 홀로그램으로 사용하여 3차원 재생을 하였다. 그리고 이 기준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울어

짐 왜곡현상을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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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have applied self-reference hologram to DHM (digital holography microscopy) to remove phase aberration. 
We have constructed an off-axis reflection- type digital holography microscope. We have extracted a low spatial frequency 
hologram from the conjugated hologram and used it as a reference hologram. Experimentally we show that distortion of image 
and aberration of phase in a measurement system are removed using the self-reference hologram.

Keywords: Holography, Digital holography, Image reconstruction
OCIS codes: (090.0090) Holography; (090.1760) Computer holography; (100.3010) Image reconstruction techniques

†E-mail: yyhyoung@cheju.ac.kr
 Color versions of one or more of the figures in this paper are available online.

I. 서    론

디지털 홀로그램 기술은 기존의 홀로그램 기술(홀로그램 

건판을 사용하여 사진 촬영과 같은 방식의 물체광과 참조광 

제공에 의한 3차원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로부터 출발하여 

CCD(Charge Coupled Device)와 같은 동영상 기록 장치를 이

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 대상체의 홀로그램 데이터를 획득

하고, 수치적 3차원 영상 재생의 방법으로 측정 대상체의 3
차원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약 30여 

년 전 개념적 방법론이 제안되어, CCD의 발전과 컴퓨터 연

산 속도의 발전으로 수치적 3차원 영상 재생의 방법이 발전

하여 현재 실용적 용도에 적용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들이 세

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6]. 이와 같이 측정 대상 체

의 3차원 데이터는 홀로그램 방법으로 기록함으로써 1회 촬

영으로 측정 대상 체의 3차원 데이터를 획득하고, 수치적 재

생으로 측정 대상 체의 3차원 데이터를 재구성하여 표시 할 

수 있으므로 3차원 데이터 획득, 처리, 표시 면에 있어서 앞

서 개발되어온 첨단 현미경들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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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ff-axis digital holography O ;object wave, R; reference 
wave. 

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7-10].

디지털 홀로그래피에서 상을 재생할 때 일반적으로 기준 

홀로그램과 측정홀로그램의 차이를 이용한다. 즉 기준 홀로

그램은 시료가 없을 때의 홀로그램이고 측정홀로그램은 시

료가 있을 때의 홀로그램으로 이 둘 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시료의 3차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홀로그래

피에서 일반적으로 참조광은 평면파이고, 물체광은 구면파로 

가정하고 상을 재생한다. 그러나 참조광이 완벽한 평면파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재생상에 위상왜곡과 잡

음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비축

(off-axis) 디지털 홀로그래피에서 수치적 렌즈(NPL: numerical 
parametric lens)[11, 12], 복소수공액 홀로그램

[13]
등이 제안되었

으나 이들 방법은 모두 기준홀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3차원 

정보를 얻기 위해 측정 시 기준홀로그램을 측정해야하는 불

편함이 있다. 특히, 불투명한 시료의 3차원 정보를 얻기 위해 

반사 형 디지털 홀로그래피 현미경을 사용하는 경우에 기준

홀로그램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수치적 방법으로 위상

왜곡을 없애는 것 또한 실재 왜곡된 요인을 모두 고려하기 

어렵다. 즉 수치적 렌즈를 사용하는 것 보다 기준홀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렌즈의 수차등을 

보정하기에 적합하다. 
기준홀로그램은 시료가 없는 홀로그램으로 시료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간 주파수가 매우 작고, 측정 홀

로그램은 시료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간 주파수의 범

위가 작은 것부터 큰 것 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측정 

홀로그램에는 기준 홀로그램의 정보(공간 주파수가 작은 것) 
와 시료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측정 

홀로그램에서 공간주파수가 작은 부분만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이것을 기준 홀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어 따로 

기준 홀로그램을 측정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홀로그래피에서 측정 홀로그램에서 

공간 주파수가 작은 부분을 추출하여 기준 홀로그램으로 사

용하여 3차원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 하였으며, 또
한 이를 이용한 왜곡현상 감소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II. 이론적배경

디지털 홀로그래피 현미경에서 홀로그램 데이터는 CCD로 

입력되는 물체광(O)과 참조광(R)의 간섭에 의하여 주어진다. 
Fig. 1과 같은 비축(off-axis) 투과형 디지털 홀로그래피에 대

하여 고려하자. 
물체광은  expsin와 같이 표현된다. 
는 물체광의 진폭, 는 홀로그램면의 좌표, 참조광과 물체

광의 각도는 이고 는 사용한 광의 파장이다.   이면 축

상(in-line) 홀로그래피이고, ≠ 이면 비축(off-axis) 홀로그

램이다. CCD에 형성되는 2차원 홀로그램의 빛 세기는 식 (1)
과 같다.

   ∣  ∣

∣∣∣∣  
           (1)

 
 은 참조광과 물체광의 공액복소수이이며, 식 (1)에

서 ││은 영차 회절 광이고(DC 항), 은 물체광 끼리

의 간섭에 의한 항이며, 세 번째 와 네 번째 항은 실상과 허

상이다. 영상 재생면에서의 전기장은 Kirchhoff-Fresnel 적분

에 의해 주어지며, 디지털 홀로그래피에서 홀로그램을 저장

하는 장치로 CCD를 사용한다. CCD의 사양은 픽셀 수 

 × , 픽셀크기(△×△)와 센서크기(×)로 주어

진다. CCD의    픽셀에 저장되는 간섭세기 정보는 식 (2)
과 같다.

    





 









∆∆
(2)   

                    
식 (2)과 같이 참조광과 물체광에 의한 홀로그램 데이터는 

수치적 영상 재생에 이용된다. 수치적 재생 파동은 참조광(R)
과 홀로그램데이터()를 이용하여 식 (3)과 같이 표현된다.

 ∣∣ ∣∣   (3)

식 (3)은 수식적 계산이기 때문에 R 값을 완전한 평면파로 

가정하고 계산하거나, 실험상에서 R 값을 측정하여 계산에 

사용한다. 프레넬(Fresnel) 공식과 CCD 의 픽셀 개수가 

×, 픽셀 간격이 ∆∆를 이용하면 영상이 맺히는 지

점에서의 파동분포는 식 (4)과 같다
[13].

 

exp
× 



∙ex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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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reflection digital holography microscope. 
BS: beam splitter.

FIG. 3. Hologram and self-reference hologram. (a) hologram, (b) 
Fourier transform of hologram, (c) fourier transform signal of 
virtual image, (d),(e) inverse fourier transform with 2×2 pixels 
and 7×7 pixels respectively, (f) filtered hologram(

 ).

여기서 는 사용된 빛의 파장이고 는 CCD에서 영상이 재

생되는 곳까지의 거리,   ∆  ∆이다. 

식 (4)에서 는 수치적 렌즈로, 는 홀로그램면에서의 수

치적 렌즈, 
는 필터된 홀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을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즉 참조광 (R)을 완벽한 평면파로 

가정하거나 혹은 실험적으로 측정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실

제에서는 참조광이 완벽한 평면파가 될 수 없고, 또한 실험

적으로 측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매번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 복수공액 홀로그램이 제

안되었다. 복수공액 홀로그램을 위하여 식 (5)과 같이 참조

광(R), 물체광(O), 시료없는 물체광(Oo)을 정의하자
[13, 14].

  expexp
  expexp
  exp

          (5)

식 (5)에서 는 빛 파수이고, 는 참조광과 물체

광의 위상왜곡, 는 시료의 위상정보이다. 복수공액 홀

로그램의 목표는 와 같은 위상 왜곡이 제거된 홀로

그램을 얻는 것이다. 식 (5)를 이용하여 식 (1)의 허상을 표

현하면 식 (6)과 같다.
 

   expexp

 expexpexp

   expexp

  

(6)

식 (6)에서 
는 시료의 위상정보()와 왜곡정보()

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는 위상 왜곡정보만을 포함하

고 있다. 실험적으로 
는 시료 없이 얻은 홀로그램이다. 

식 (6)의 
에서 시료의 위상정보와 왜곡정보의 공간 주파

수가 분리 될 수 있다면 
대신 

에서 추출한 정보를 이

용하여 기준 홀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

준 홀로그램은 위상 왜곡정보 (exp )를 포함하

고 있으므로 이를 보정 할 수 있다.

III. 실험결과

Fig. 2는 반사형 디지털 홀로그래피 현미경의 개략도이다. 
기본적인 구성은 마흐젠더 간섭계와 같다. 사용한 광원은 10 
mW He-Ne 레이저이고, 시료를 투과한 영상을 확대하기 위

하여 현미경 대물렌즈(Mitutoyo M PLAN APO 50X, 초점거

리=4 mm, NA=0.55)을 사용하였다. 홀로그램을 저장하기 위

하여 CCD(KODAK Megaplus II)를 사용하였고, CCD의 픽

셀크기는  ×   이고 픽셀 개수는 1024x1024 이
다. 물체광과 참조광의 각도가 1°가 되게 하였으며, 시료는 

TFT(Thin Film Transistor)를 사용하였다.

Fig. 3는 off-axis 디지털 홀로그래피에서 측정된 홀로그램

을 이용하여 기준 홀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얻는 과정을 나타

낸 것이다. Fig. 3(a)는 off-axis 홀로그래피로 얻은 홀로그램

으로, 여기에는 식 (1)과 같이 허상, 실상, DC 항이 모두 포

함되어있다. Fig. 3(b)는 Fig. 3 (a)를 푸리에변환 한 것이다. 
그리고 Fig. 3(c)는 Fig. 3(b)중 허상부분(Fig. 3(b)의 원 안)만 

확대한 것이다. Fig. 3(c) 중 가운데 밝은 부분의 픽셀수는 대

략 × 이다. Fig. 3(c)에서 중앙부분이 공간 주파수가 작

은 부분이고 외곽 부분이 공간 주파수가 큰 부분이다. Fig. 
3(c)중에서 중앙의 ×픽셀만을 추출하여 역 푸리에 변환 

한 것이 Fig. 3(d), ×만을 추출하여 역 푸리에 변환 한 것

이 Fig. 3(e)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 홀로그램의 크기는 동일

하다. 즉 푸리에 변환 후 원하는 주파수 범위의 데이터만 취

하고 그 외의 데이터 부분은 “0”으로 변환한다. Fig. 3(d)는 

기준 홀로그램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할 정도로 파면이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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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Unwrapped gray level image with and without reference 
hologram. (a), (c) reconstructed phase image without and with 
reference hologram respectively, (b),(e) unwrapped gray level 
image with (a) and (d) respectively,  (c),(f) height measurement 
along dotted line in (b) and (e) respectively.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Fig. 3(e)는 기준 홀로그램으로 

사용 할 수 있을 정도로 파면이 잘 재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측정 홀로그램 중 공간 주파수가 작은 부분

만 추출하여 기준 홀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즉 시료 없이 기준 홀로그램을 측정하지 않고 자체 홀로

그램에서 기준 홀로그램을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f)는 Fig. 3(c) 중에서 중앙의 50x50 픽셀을 추출하여 역 푸

리에 변환 한 것으로 Fig. 3(e)와 비교하면 시료의 위상 정보

와 기준 홀로그램의 위상 정보를 모두 갖고 있음을 볼 수 있

다(식 (6)의 
 ). 그러나 기준홀로그램의 모양은 존플레이트 

형태와 유사하게 나와야 하나 단차가 있는 샘플에서( 높은 

공간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시료) 단차 부분에서 존플레이트 

모양이 다소 벗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자체 홀로그램을 기준 

홀로그램으로 완벽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간 주파수가 

작은 시료, 즉 형상이 부드러운 시료가 보다 더 적합하다. 
그리고 왜곡 현상을 보정하기 위하여 최근에 연구된 방법

은 수치적 렌즈를 도입하고 기준 홀로그램 없이 수치적으로 

위상 왜곡을 보정하는 방법이 있다
[13]. 수치적 렌즈을 이용하

여 수치적으로 보정하는 방법은 기준 홀로그램을 고려할 필

요가 없으므로 매우 편리하나 수치적으로 매우 복잡하다. 
Fig. 4(a),(b),(c) 는 수치적 렌즈를 도입하고 수치적으로 왜곡

을 보정 한 결과이고, Fig. 4(d),(e),(f)는 자체 홀로그램을 기

준홀로그램으로 이용하여 왜곡을 보정 한 결과이다. Fig. 
4(a),(d)는 위상이미지이고, Fig. 4(b),(e) 위상 이미지와 위상

펼침을 이용하여 얻은 그레이레벨의 3차원 이미지이다. 위상 

펼침은 FLYN 방식을 이용하였다[15]. 그리고 Fig. 4(c),(f)는 

위상 왜곡이 잘 보정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4(b),(e)의 점선부분의 높이를 측정한 결과이다. TFT 제작 시 

이 부분의 높이는 같은 부분이다. 자체홀로그램을 기준 홀로

그램으로 이용한 경우 높이차가 약 0.5 ㎛ 이고(Fig. 4(f)), 수

치적렌즈를 이용하여 수치적으로 보정한 경우는 약 1.5㎛ 이
다(Fig. 4(c)). 이결과는 수치적렌즈를 이용한 수치적 보정 보

다는 자체 홀로그램을 기준 홀로그램으로 이용한 경우가 기

울어짐에 위한 위상 왜곡을 더 잘 보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수치적렌즈를 이용하여 수치보정을 좀 더 정밀히 하면 

기울어짐에 의한 위상 왜곡을 좀 더 잘 보정 할 수 있으나 

이 작업은 많은 시간과 반복 작업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자

체홀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준 홀로그램을 만들어 이용하면 

좀 더 정확하게 위상 보정을 할 수 있다.

IV. 결    론

디지털 홀로그래피에서 상을 재생할 때 일반적으로 참조광

은 평면파이고, 물체광은 구면파로 가정하고 상을 재생한다. 
그러나 참조광이 완벽한 평면파가 되기는 매우 어렵고, 홀로

그램 측정 시 여러 위상 왜곡 현상으로 재생상에 위상왜곡과 

잡음이 생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료의 정확한 위상 정보

를 얻기 위해서는 기준 홀로그램을 이용한다. 이러한 기준 

홀로그램은 홀로그램 시스템에서 시료가 없는 상태에서 측

정 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불투명한 시료인 경우에 기준홀로

그램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수치적 방법으로 위상왜곡

을 없애는 것 또한 실재 왜곡된 요인을 모두 고려하기 어렵

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홀로그램에서 공간 주파수가 작은 

부분만을 추출하여 기준 홀로그램으로 사용하여 시료의 위

상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그 결과 측정된 

홀로그램에서 공간 주파수가 작은 부분만을 추출하여 사용

한 홀로그램이 기준 홀로그램으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기울어짐에 의해 발생 하는 위

상 왜곡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 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디지털 홀로그래피에서 위상 왜곡을 효과적으

로 줄여 정확한 3차원 데이터를 얻는데 유리하며, 기준 홀로

그램이 필요 없으므로 보다 쉽게 3차원 측정에 홀로그래피

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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