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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n this paper, propose the new hologram acquisition method based on the time resolved analysis
in optical scanning holography. By applying the Fourier transform algorithm, we can obtain
complex hologram without reference clocking. And, we compare this algorithm with conventional
method.

1. Introduction
1948년 영국의 물리학자 데니스 가버가 빛의 간
섭을 이용한 홀로그래피의 기본원리를 발견한 이래
홀로그래피 기술은 발전을 거듭하여 물체빔의 크기
와 위상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록 및 재생하고
있다.[1] 필름 등에 기록 및 재생하는 아날로그 홀
로그램은 이미 수십년전에 개발되어 산업적으로 폭
넓게 이용되고 있으나, 디지털 장치를 통해서 홀로
그램을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것은 아직은 초보적
단계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3D분야의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홀로그램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중요한 연구과제로 추진
하고 있다.
디지털 홀로그램은 빛의 파동광학적 성질, 즉 간섭
현상을 이용하여 물체의 형상에 따른 파면의 진폭
과 위상 정보를 디지털적으로 기록 및 재생하는 기
술이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세포, 미생물 등을
살아있는 채로 관찰하기 위해서 다양한 홀로그래피
기술을 현미경에 적용 및 발전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의 홀로그램 취득기술 중
에서 광스캐닝 홀로그래피기술에 대해서 나타내고
이의 시분해방법을 이용한 홀로그램 취득방법에 대
해서 제안하고 비교한다. 광 스캐닝 홀로그패피는
간섭된 빔을 2차원 스캐닝을 통해서 물체에 반사된
빛의 위상과 크기로 얻는 방법으로 고가의 CCD나
CMOS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 홀로그램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광 스캐닝 홀로그래피 기술은 음향광변조기
를 통해서 간섭 빔을 시간적으로 변조(캐리어변조)
하여 물체의 각 지점에 입사시키고 반사된 빛의 시
간적 세기변화를 헤테로다인 수신방법을 통해 측정
하여 홀로그램을 취득한다. 따라서, 캐리어변조 빔
의 사용으로 인해 외부 광잡음이나 진동에 강한 특
성을 보이며, 인코히런트 특성으로 인해 스페클 잡
음등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2]
그러나, 기존의 연구자들은 광스캐닝 홀로그래피는
헤테로다인 수신을 위해 락-인-앰프(Lock-in-amp)
를 사용하였다.[3] 락-인-앰프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자체가 매우 고가이며, 시스템 구성이 복잡하다. 특
히, 락-인-앰프의 레퍼런스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부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추가적인 비
용뿐만 아니라, 광송신부와 수신부가 같은 위치에
있는 온-사이트(On-Site) 구성이 되어야 하므로 시
스템운영에 있어서 제약사항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Rosen 연구그룹에
서는 물체에서 반사된 시변조광을 광위상천이
(Phase Shifting method)를 이용하여 복소홀로그램
을 얻었으나[4] 이는 낮은 수신감도와 높은 잡음으
로 인해 복소홀로그램의 해상도가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위해 광스캐닝
홀로그래피에서 시간변조된 캐리어 신호의 푸리에
변환을 통해 크기와 위상을 얻음으로써 물체의 복
소홀로그램을 취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위상천이
방법을 통한 홀로그램 취득방법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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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periment Setup & Analysis

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림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광 스캐닝 홀로그래피
의 시험구성을 나타낸다. 광원으로 630nm의He-Ne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He-Ne레이저에서 나온 빛은
빔스플리터(BS1)을 통해 두 개의 경로로 분리한 후
각각의
음향광변조기(AOM1,
AOM2)를
통해
40MHz 및 44MHz로 위상변조하고 확대경(BE)를
통해 확대한 후 다시 빔스플리터 (BS2)를 통해 간
섭된 빔을 얻었다. 이때, 프레넬 존 플레이트를 얻
기 위해 한쪽 빔은 구면렌즈를 이용하였으며, 초점
거리에 2D 스캐너를 위치시켰다.
물체   를 스캐닝한 후 포토다이오드(PD)를
통해 얻어지는 전류는 다음과 같다.

  
       
    ⊗       
2.2. 위상천이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위상천이방법은 4점 위상천이
방법으로 샘플링 주파수에 따라    ,  ,   ,
 일때의 값을 알면 그 크기와 위상을 구할 수 있
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복소홀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는 빔스플리터(BS2)에서 물체까지의 거
리  ±   에 따른 위상변화이며,   과   가 평면파
와 구면파일때, 공간임펄스응답은

         ∙  
2.3. 푸리에 변환방법



                



전류   를 전압으로 변환한 후 샘플링 주파수  로
푸리에 변환하면, 진폭와 위상은 다음과 같이 주어
진다.

로 주어진다.

2.1. 락-인-앰프
그림 1에서 빔스플리터의 다른 하나의 빔을 별도의
수신단에 연결하고 이를 레퍼런스 신호로 이용하여
물체에서 반사된 빔을 락인앰프를 통해 분석하면
in-phase 홀로그램   과 quadruple-phase 홀로그

       ⊗       
  ∠      
따라서, 복소홀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램    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복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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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perimental Result
본 연구에서는 음향-광변조기의 중심주파수는
40MHz, 변조주파수는 4MHz를 사용했으며, 수신기
는 Si-Photodiode 수신기를 사용하였다. 간섭빔의
반경은 5mm, 스캐너는 Thorlabs사의 Galvometer를
사용하였고 반사형 이미지(UCAF 1951)를 측정하였
다. 스캐닝 포인트는 128x128 포인트이다.
그림 2는 물체로서 USAF1951을 사용했을 때 각각
의 방법을 통해 얻은 시험결과이다.

그림 2 (a)의 경우 기존의 방법대로 락-인-앰프를
통해서 홀로그램을 취득하고 복원한 결과로 이를 다
른 방법의 레퍼런스로 볼 수 있다. 그림 2의 (b)의
경우 위상천이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이며, 락-인-앰
프 방법에 비해 진폭(해상도)가 신호의 잡음에 의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의 경우가 푸리에
방법을 통한 홀로그램 취득방법이다. 락-인-앰프의
방법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해상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z값은 락-인-앰프와 위상
천이방법, 푸리에방법과 다른 이유는 기준점을 어디
로 두는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락-인-앰프는 빔스
플리터 2의 한쪽 빔을 수신하는 광수신기가 거리의
기준이 되며, 푸리에 방법은 2D 스캐너가 거리의 기
준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 스캐닝 홀로그래피에서 고가의
락인앰프의 사용없이 푸리에 변환을 통해 복소 홀로
그램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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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in-amplifier b) 4-phase shifting method c)FF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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