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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홀로그램 작성 방법에 있어서는 공간광 변조소자(6)에 표시되는 복수의 화상을 물체광으로 하고, 물체광에

포함되는 개개의 화상(s)에 대응하여 배치되는 복수의 렌즈로 이루어지는 렌즈 어레이(7) 및 렌즈 어레이(7)로부터 

출사된 물체광을 축소하는 축소 광학계(9, 10)를 통해, 물체광을 참조광과 함께 기록면(11)상에 조사하고, 이 기록면(

11)에 물체광과 상기 참조광과의 간섭광을 기록한다. 공간광 변조소자(6)와 렌즈 어레이(7)의 사이에 개개의 화상을 

서로 격리하는 구분체(15)가 설치되어 있고, 이로써 노이즈가 저감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홀로그램, 공간광, 물체광, 렌즈, 어레이

명세서



공개특허 10-2004-0062978

- 2 -

기술분야

본 발명은 홀로그램 작성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횡으로 시차를 갖는 1단계(one-step) 방식의 리프만형 홀로그램(Lippman-type hologram)의 작성예가 일본 특개

평3-249686호 공보에 기재되어 있다.

도 6은 상기 공보에 기재된 이차원 홀로그램 작성 장치의 구성도이다. 이 홀로그램 작성 장치에서는 레이저 광원(103

)으로부터 출력된 레이저광은 빔스플리터(104)에 의해 2개로 분기되고, 분기된 레이저광의 한쪽은 렌즈계에 의해 광

속 직경이 확대되고, 투과형 액정 표시기 등의 공간광 변조소자(F')에 입사하고, 컴퓨터에서 작성된 각 시점으로부터

의 화상을 표시하는 공간광 변조소자(F')의 개개의 화소로 진폭 변조를 받은 후, 렌즈에 의해 감광재료(111)의 배후로

부터 입사한 참조광과 간섭하여, 감광재료(111)상에 요소 홀로그램이 형성된다.

이렇게 하여, 0.3mm 내지 0.5mm의 간격으로, 도트형 요소 홀로그램이 감광 재료(111)상에 매트릭스형으로 배치되

고, 리프만형 홀로그램이 작성된다. 또한, 재생 시에는 상기 참조광의 입사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부터 광속 직경이 

큰 평행광으로 홀로그램을 조사함으로써, 홀로그램(11)상의 각 요소 홀로그램으로부터 재생파가 발생하여 물체상이 

재생된다.

그러나, 한번에 기록시키는 요소 홀로그램의 수는 1개에 한정되기 때문에, 모든 요소 홀로그램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기록시간을 필요로 하는 결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점을 해결하는 종래 예에 관해서 설명한다.

(종래예 1) 특개 2001-183962호 공보는 축소 광학계를 생략하고 한번에 다수의 요소 홀로그램을 기록하는 홀로그램

작성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상기 공보에 기재된 작성 방법에서는 액정 패널에 시점을 바꾼 3×4개의 화상을 표시하

고, 액정 패널을 통과한 레이저광에 변조를 준다. 액정 패널의 화상 정보를 포함하는 레이저광은 3×4개의 볼록 렌즈

에 의한 렌즈 어레이를 통과한다. 볼록 렌즈 어레이의 후측 초점면에 요소 홀로그램의 크기를 결정하는 마스크와 감

광재료를 배치하고, 간격이 표시화상의 간격과 같고, 크기가 마스크의 개구와 같은 요소 홀로그램을 한번에 12개 기

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서는 감광재료 전면에 기록하기 위해서 마스크 개구의 크기만큼 감광재료를 비켜 놓고 

다음의 노광을 하고 있다.

(종래예 2) 「M. Yamaguchi, H. Endoh, T. Koyama, N. Ohyama, 'High-speed recording of full-parallax hologr

aphic stereograms by a parallel exposure system' (Opt. Eng. 35(6)1556-1559 (June1996))」은 12개의 요소 

홀로그램을 한번에 기록하는 홀로그램 작성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이 문헌에서는 액정 패널에 시점을 바꾼 3×4개의

화상을 표시하고, 액정 패널을 통과한 레이저광에 변조를 준다. 액정 패널의 화상정보를 포함하는 레이저광이 3×4개

의 오목 렌즈에 의한 렌즈 어레이를 통과한다. 각각의 오목 렌즈를 통과한 빛은 2개의 볼록 렌즈가 조합된 어포컬 축

소 광학계에 의해서 감광재료상에 축소 투영된다. 여기서, 오목 렌즈 의 전측 초점위치와 감광재료면은 축소광학계의

결상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 작성 방법에서는 감광재료 전면에 기록하기 위해서 요소 홀로그램의 3배 혹은 4배의 

거리만 감광재료를 비켜 놓고 다음의 노광을 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미소한 요소 홀로그램을 종횡에 따라 기록한 스테레오그램(stereogram)은 세로 시차와 가로 시차를 갖고, 또한 홀로

그램과 관찰점의 거리를 바꾸더라도 세로 배율과 가로 배율이 일치하여, 재생상에 왜곡을 발생하지 않는 뛰어난 특징

을 갖지만, 기록하는 요소 홀로그램의 수가 방대해지므로, 다대한 작성 시간을 요한다는 결점을 갖는다.

기록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생각되는 수단으로서, 복수의 요소 홀로그램을 동시에 기록하는 것이 유효하지만, 이 

실현수단으로서, 이하의 방법을 들 수 있다.

(a)서로 비간섭인 복수의 광원과, 각각에 대응하는 복수의 공간광 변조소자를 병렬로 배치하고, 복수의 요소 홀로그

램을 동시에 기록하는 방법. (b)광원, 공간광 변조소자 모두 한 개이지만, 공간광 변조소자에 복수의 화상을 표시시켜,

각각의 화상에 대하여 복수의 집광렌즈를 사용하여 복수의 집광점을 발생시키고, 이들의 집광점에서 요소 홀로그램

을 기록하는 방법. (c)상기 (b) 방법의 집광점면을 더욱 축소하여 복수의 요소 홀로그램을 고밀도로 배열하는 방법. (d

)상기 (b) 및 (c) 방법을 각각 복수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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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예 1은 상기 (b) 방법이지만, 1개의 레이저 빔을 확대하여, 물체광이나 참조광에 사용하기 때문에, 각 화상을 조

명하는 빛이나, 요소 홀로그램을 기록하는 복수의 참조광의 광강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중심에서 주변을 따라서

투과율이 상승하는 안티·가우스·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한, 각 요소 홀로그램을 기록하는 참조광의 입사각도를

엄밀하게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각도 조정의 광학계를 필요로 하고, 비용이 비싸고 복잡하다는 결점이 있다.

종래 예 2는 (c) 방법이지만, 문헌 1에 개시된 사진을 관찰하면, 선명한 재생상은 얻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서, 주로 실험 정밀도상의 원인이 기술되어 있다. (1)렌즈 어레이의 배열 정밀도가 낮고, (2)렌즈 어레이의 각각의 렌

즈의 경사에 의한 수차가 크고, (3)축소 광학계의 수차에 의해 기대된 재생 광선 각도나 넓은 각으로 되지 않은 것 등

이다. 그러나, 이것에는 원리적인 문제가 내재한다.

첫번째로, 요소 홀로그램에 기록되는 것은 오목 렌즈의 전측 초점에 위치하는 광원의 축소상과 화상의 스펙트럼의 컨

벌루션(convolution) 적분상이지만, 적분상의 크기는 요소 홀로그램의 간격과 비교하여 미소하다. 따라서, 감광재료

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고려하여 적정 노광을 한 경우, 틈이 존재하여, 재생상의 화질을 열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일본 특개평6-266274호 공보는 이러한 틈을 막기 위해서, 화소마다 위상을 진행시키거나 늦추기도 하는 위상판을 

삽입하는 수법을 개시하고 있다. 각 위상변경 요소는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다. 요소 홀로그램의 크기 전부에 빛을 

분포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축소 광학계의 입력면에서 틈이 없는 광분포를 형성시켜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화소마다 4치 정도의 위상을 변조하는 상술한 수법에서는 그 집광점의 광분포의 크기(D)는 화소 피치를 P, 

오목 렌즈의 초점 거리를 f3, 파장을 λ로 할 때, 이하의 (식 1)으로 주어진다.

(식 1)

D=λ×f3/P

문헌 1의 예에 적합시키면, D=0.6328(㎛)×0.3(m)/93.75(㎛)=2.0mm이고, 이것은 필요한 화면 사이즈(6mm)보다도 

작고, 축소 광학계에서 결상된 요소 홀로그램의 크기는 O.1(mm)이 되고, 화소간에 틈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재생

상의 화질을 악화시키게 된다.

두번째로, 각각의 요소 홀로그램이 재생하는 액정 패널의 표시화상의 위치가, 요소 홀로그램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 광선의 넓이가 커지고 재생상이 열화되고 있다. 각각의 요소 홀로그램이 재생하는 액정 패널의 표시화상의 위치

는 축소 광학계를 구성하는 후단측 렌즈(L1)의 초점거리를 f1, 출력상 위치를 b1, 축소 광학계를 구성하는 전단측 렌

즈(L2)의 초점거리를 f2, 입력상 위치를 a2라고 하면, 이하의 (식 2)로 나타낸다.

(식 2)

여기서, a2는 렌즈(L2)로부터 고차 회절상이 제거된 액정 패널의 결상위치까 지의 거리이다. 문헌 1에서는 각각의 값

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f1/f2=1/20

이고, a2=0으로 하더라도,

b1<=f1+f2/400

이므로, 렌즈(L1)의 후측 초점으로부터 f2/400만큼 떨어진 위치에 액정 패널의 상이 결상하게 된다.

예를 들면 f2=500(mm), f1=25(mm)라고 가정하면, 요소 홀로그램보다 수m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액정 패널이 1/20

의 크기로 재생된다.

요소 홀로그램으로부터 발생하는 광선에 대하여 생각하면, 요소 홀로그램으로부터 인접하는 재생 픽셀의 광선 간격 

각도는 요소 홀로그램의 크기를 O, 액정 패널의 픽셀의 크기를 93.75(㎛)/20=4.69(㎛), 요소 홀로그램과 재생 픽셀의

간격을 1.25(mm)로 하면, 광선 간격 각도는 0.21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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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요소 홀로그램의 크기가 O.1(mm)이라고 가정하면 요소 홀로그램으로부터 하나의 재생 픽셀을 통과하는 발

산 각도는 4.58도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다른 각도로부터 관찰되어야 할 입체상의 관찰 각도가 적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동시에, 관찰시점에는 복수의 픽셀을 통과한 광선이 겹쳐 입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부터 관찰되어

야 할 입체상의 광선이 동시에 관찰되고, 재생상은 흐려지게 된다.

본 발명은 이러한 과제를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재생 화상에 있어서 관 찰되는 노이즈를 저감할 수 있는 홀로그

램 작성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홀로그램 작성 방법에 의하면, 공간광 변조소자 또는 확산 스크린에 표시되는 복수의 화상을 물체광으로 

하고, 물체광에 포함되는 개개의 화상에 대응하여 배치되는 복수의 렌즈로 이루어지는 렌즈 어레이 및 상기 렌즈 어

레이로부터 출사된 물체광을 축소하는 축소 광학계를 통해, 상기 물체광을 참조광과 함께 기록면상에 조사하고, 이 

기록면에 상기 물체광과 상기 참조광의 간섭광을 기록하는 홀로그램 작성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상기 공간광 변조소

자와 상기 렌즈 어레이 사이에 개개의 상기 화상을 서로 격리하는 구분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복수의 화상의 표시면과 복수의 렌즈로 이루어지는 렌즈 어레이의 간격 및 상기 렌즈 어레이와 상기 축소 

광학계의 간격은 상기 렌즈 어레이 및 상기 축소광학계에 의한 상기 복수의 화상의 표시면의 실상 또는 허상 위치가 

상기 홀로그램의 관찰위치와 일치하거나, 또는 상기 홀로그램으로부터 이격되도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작성 방법에 의하면, 공간광 변조소자를 통과한 물체광은 확산 조명광을 변조한 것이기 때문에, 렌즈 어레이의 개

개의 집광상의 크기는 공간광 변조소자에 표시되는 복수 화상의 개개의 크기 이상으로 조도가 거의 균일해진다. 이 

때문에 요소 홀로그램간에 틈이 생기는 것을 막게 된다. 또한 렌즈 어레이의 집광상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구분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요소 홀로그램이 기록되 어야할 영역에 인접하는 요소 홀로그램을 기록하는 빛이 혼입

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요소 홀로그램의 크기를 알맞은 크기로 틈 없이 정연하게 기록할 수 있다.

이 요소 홀로그램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요소 홀로그램으로부터 공간광 변조소자의 화소를 재생하는 광속의 

굵기가 필요 이상의 굵기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따라서 관찰되는 3차원상 재생상의 공간적 분해능을 향상시킬 수 있

다.

더욱이 렌즈 어레이와 공간광 변조소자의 간격 및 렌즈 어레이와 축소 광학계의 간격을 설정함으로써 재생되는 공간

광 변조소자의 크기나 위치를 결정하고, 요소 홀로그램으로부터 공간광 변조소자의 화소를 재생하는 광속의 굵기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되는 3차원상 재생상의 공간적 분해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더욱이 재생되는 공간광 변조

소자의 위치에 관해서, 인접하는 광속끼리가 시점에 있어서의 눈동자 속에 입사하여 공간적으로 겹치지 않는 배치, 즉

홀로그램과 시점의 거리가 홀로그램으로부터 공간광 변조소자의 재생상까지의 거리보다 같거나 짧은 거리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되는 3차원상 재생상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예기할 수 없는 공간광 변조소자상

으로부터 발생하는 산란광은 시점 또는 시점 배후에 결상하기 때문에 적어도 재생되는 3차원상상 또는 그 배후에 관

찰되어 그 재생상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제 1 실시예에 따른 홀로그램 작성 장치의 설명도.

도 2는 제 2 실시예에 따른 홀로그램 작성 장치의 설명도.

도 3은 제 3 실시예에 따른 홀로그램 작성 장치의 설명도.

도 4는 공간광 변조소자(6)와 렌즈(4)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제 4 실시예에 따른 홀로그램 작성 장치의 설명도.

도 6은 종래의 이차원 홀로그램 작성 장치의 구성도.

실시예

이하, 실시예에 따른 홀로그램 작성 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또, 동일 요소에는 동일 부호를 사용하고, 중복되는 설명

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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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실시예)

도 1은 홀로그램 작성 장치의 설명도이다. 이 장치에 있어서는 공간광 변조소자(6)에 복수의 화상을 매트릭스형으로 

표시하고, 각각의 화상을 개개의 화상에 대응하는 복수의 렌즈로 이루어지는 렌즈 어레이로 집광한 후, 어포컬 광학

계에서 축소 결상시키고, 감광재료(11)에 조사·기록한다. 공간광 변조소자(6)의 상이 허상화되고, 시점은 그 허상 위

치, 또는 허상 위치로부터 감광재료까지의 범위에 놓여진다.

이 장치는 단일 파장의 레이저 빔을 출사하는 레이저광원(1)과, 레이저광원(1)으로부터 출사된 레이저빔을 분기하는 

하프미러(2)를 구비하고 있다. 하프미러(2)에 의해서 분기된 레이저 빔은 각각 (i)물체광 조사용 광학계와, (ii)참조 광

조사용 광학계를 통과하여, 감광재료(11)의 표면(전면으로 한다) 및 이면상에 각각 조사되고, 이들의 간섭광에 의해서

홀로그램이 작성된다. 작성된 홀로그램은 (iii)홀로그램 재생용 광학계에 의해서 재생된다. 이하, 상세하게 설명한다.

(i)물체광 조사용 광학계

물체광 조사용 광학계는 하프미러(2)의 통과광이 주광선으로서 입사하도록 배치된 렌즈(3, 4)로 이루어지는 빔 익스

팬더와, 이 빔 익스팬더(3, 4)에 의해서 광속 직경이 확대된 평면파가 조사되는 확산판(5)과, 확산판(5)의 바로뒤에 배

치된 공간광 변조소자(6)와, 공간광 변조소자(6)를 통과한 빛(공간광 변조소자상)이 입사하는 집광렌즈 어레이(7)와, 

공간광 변조소자상을 구성하는 복수의 화상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배치된 차광판(구분체; 15)을 구비하고 있다. 구

분체(15)는 적어도 공간광 변조소자(6)와 렌즈 어레이(7)에 의한 집광상의 사이의 상기 집광상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설치된다.

집광렌즈 어레이(7)로부터 출사된 물체광(복수의 화상)은 렌즈(9, 10)로 이루어지는 축소 광학계의 전측 초점면(8)에

있어서 대략 같은 광강도로 확산되고, 축소광학계에서 축소된 후, 감광재료(11)의 전면에 입사한다.

이 축소 광학계는 어포컬 광학계이고, 렌즈(9)의 전측 초점면(8)의 입력 화상을 렌즈(10)의 후측 초점면에 축소 결상

시킨다. 단, 도 1에서는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위의 구분체를 분리하여 도시하고 있다.

공간광 변조소자(6)는 전기 어드레스형의 공간광 변조기이고, 액정디스플레이 등으로 구성되고, 입사하는 평면파의 

빛의 강도(진폭)를 화소마다 변조하여 투과시킨다. 공간광 변조소자(6)의 표시화상, 즉, 공간광 변조소자(6)로부터의 

출력광상은 각 화소의 투과율을 변화시킴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다. 본 예에서 사용한 액정 디스플레이는 1024×768 

화소인 것으로, 이 전표시영역에 256×256화소의 화상을 12개(가로 3열× 세로 4행) 표시시킬 수 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렌즈 어레이(7)의 각각의 렌즈의 광축과, 렌즈(9)의 전측초점면(8)과 교차한 12개의 점을, 

12개의 화상으로서 도시하면, 어포컬 렌즈 광학계로 이루어지는 축소광학계(렌즈(9, 10))를 개재하여, 감광범위(13)

를 통과하는 광속의 대부분이, 12개의 축소화상으로서 감광재료(11)상에 결상하여, 12개의 요소 홀로그램이 된다.

(ii)참조광 조사용 광학계

참조광 조사용 광학계는 상기 하프미러(2)에 의한 반사광을 더욱 반사시켜 감광재료(11)의 이면측으로 유도하는 평

면반사경군(20, 27)을 구비하고 있고, 감광재료(11)의 이면은 참조광의 입사방향에 대하여 기울어져 있다. 레이저광

원(1)으로부터 출사된 참조광은 빔 익스팬더(어포컬 렌즈 광학계; 21, 23)에 의해서, 물체광과 같이 빔직경을 확대하

여 평행광화된다. 빔 익스팬더(21, 23)내의 조임 위치에는 어퍼쳐로서의 공간 필터(22)가 배치되어 있고, 이들에 의

해서 파면(波面)의 정형화가 이루어진다.

빔직경이 확대된 참조광은 구형 개구를 갖는 마스크(24)를 통과한 후, 어포컬 렌즈 광학계(25, 26)를 통과하여 감광

재료(11)상에 결상된다. 마스크(24)의 개구의 면적은, 참조광이 물체광과 같은 면적으로 감광재료(11)상에 조사되도

록 설정된다.

감광 재료(11)의 전면은 축소 광학계를 구성하는 렌즈(10)의 광축에 수직이고, 렌즈(10)로의 입사광의 주광선(물체광

)은 감광재료(11)에 수직으로 입사하고 있다. 감광재료(11)의 전면측으로부터는 물체광이 수직이고, 이면측으로부터

는 참 조광이 경사져서 감광재료(11)의 동일 영역에 입사한다. 이들의 물체광 및 참조광의 입사에 의해서, 감광재료(1

1)의 미소영역(12)내에는, 소위 리프만형의 요소 홀로그램이 복수 노광된다. 미소영역(12)내에는 12개의 요소 홀로

그램이 포함된다.

감광재료(11)는 은염유제를 투명유리판상에 도포하여 이루어지고, 유제로서는, 그 외에도 중크롬산 젤라틴 등의 홀

로그램용 감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포토폴리머 등의 고분자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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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에서는 복수의 시점으로부터 관찰된 각각의 화상을, 공간광 변조소자(6)에 복수 동시에 표시하면서, 각각의 시

점 위치에 대응한 감광재료(11)의 미소영역(12)내에, 간섭광으로서의 상기 복수의 요소 홀로그램을 기록(노광)해간다

.

축소 광학계의 렌즈(10)의 광축에 수직인 평면을 규정하는 2축을 x축 및 y축으로 한다.

1개의 노광을 종료하면, 감광재료(11)를 x축 또는 y축을 따라 이동시키고, 다음의 요소 홀로그램을 노광한다. 이러한

요소 홀로그램의 이동량은 공간광 변조소자(6)의 표시면적에 축소 광학계의 배율을 곱한 양이다. 이로써, 각각이 복

수의 시차 화상을 포함하는 복수의 요소 홀로그램은 감광재료(11)상에 있어 매트릭스형으로 배치되게 된다.

감광재료(11)를 현상처리하면, 복수의 미소영역(12)내에 조사된 간섭줄무늬의 강도에 따라서 투과율 및/또는 위상이

변화하는 리프만형의 복수의 요소 홀로그램이 복수의 영역에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홀로그램(11'로 한다)이 작성된다.

홀로그램(11')에는 실사한 현실의 물체 혹은 컴퓨터 그래픽 등으로 작성된 가공의 물체를 기록할 수 있다.

현실의 물체를 표시시키는 2개의 방법에 관해서 기술하면, 한개째로서 시점으로부터 홀로그램(11')을 관찰하고 재생

물체를 홀로그램(11')의 속에 표시시키기 위해서는 요소 홀로그램의 위치에 촬상렌즈 중심을 배치하여 물체를 촬상한

촬상화상을 현실의 물체와 재생물체의 크기를 감안하여 공간광 변조소자(6)에 확대 축소하여 동시에 병렬 표시시켜 

감광재료(11')에 기록하는 조작을 반복한다. 두번째로서 재생물체를 홀로그램(11')의 바로앞이나 홀로그램(11')이 재

생물체를 가로지르도록 표시시키기 위해서는 복수 촬상한 촬상화상의 화소를 나란히 배열하여 새롭게 작성한 복수의

화상을 공간광 변조소자(6)에 동시에 병렬 표시시켜 감광재료(11')에 기록한다.

가상물체를 표시시키기 위해서는 요소 홀로그램을 시점, 공간광 변조소자의 실상 또는 허상을 스크린 표시 화상이라

고 간주하고, 가상물체를 임의로 배치한 후 요소 홀로그램을 시점으로 하는 투시 변환을 행하고, 겹친 물체에 대해서

는 실제의 관찰시점에 가까운 물체를 남기는 은면소거를 한 화상을 공간광 변조소자(6)에 동시에 병렬 표시시켜 감광

재료(11')에 기록하는 조작을 반복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표시화상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알려져 있고,

예를 들면, 일본 특개평7-36357호 공보, 특허 제 3155263호 공보에 기재되어 있다.

(iii)홀로그램 재생용 광학계

홀로그램(11')의 재생광으로서, 참조광과는 역방향으로 입사하는 공역 참조 광을 사용하여, 공역광재생을 하면, 홀로

그램(11')을 조명하는 재생광은 광진행 방향으로 홀로그램(11')을 그대로 투과하는 O차 회절광 성분과, 물체광과 동

일 파면을 갖도록 반사하는 1차 회절광 성분을 갖게 된다.

여기서, 공간광 변조소자(6)가 렌즈 어레이(7)의 전측 초점 위치보다도 렌즈 어레이(7)측에 배치되어 있던 경우에 관

해서 생각한다. 즉, 렌즈 어레이(7)의 전측 및 후측 초점거리를 f3, 공간광 변조소자(6)와 렌즈 어레이(7) 사이의 거리

를 a3으로 하면, a3<f3의 경우이다.

이 경우, 홀로그램(11')의 작성 시에 있어서, 공간광 변조소자(6)로부터 출사된 물체광(공간 변조소자상)은 상기 전측

초점 위치보다도 광원측의 위치(이 위치를 허상 위치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 위치를 홀로그램(11')(감광재료(11))로

부터의 거리 L)에 가상적으로 놓여진 공간광 변조소자상(허상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13)으로부터의 발산광과 등가인

것으로 되어 있다. 공간광 변조소자(6)에는 복수의 화상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화상은 요소 홀로그램의 피

치에 비례하여 어긋나고, 다중 재생된다.

허상 위치 L은 공간광 변조소자(6)와 렌즈 어레이(7)의 거리(a3), 및 축소 광학계의 전측 초점과 렌즈 어레이(7)의 거

리(L3), 바꿔 말하면 렌즈 어레이(7)의 후단측의 구분체의 길이(L3)를 설정함으로써 정해진다. 이 때에 홀로그램(11')

과 시점(14)의 거리가 홀로그램(11')과 허상 위치(L)의 거리와 같거나, 또는 짧아지도록 a3과 L3을 설정한다. 재생 조

명광으로서 공역 참조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홀로그램(11')은 공간광 변조소자(6)의 허상(13)을 재생하게 된다.

한개의 요소 홀로그램은 공간광 변조소자(6)에 표시된 복수의 화상 중의 한개의 화상의 허상을 재생하기 때문에, 허

상(13)을 구성하는 화소는 해당하는 요소 홀로그램으로부터의 광속에 의해 재생되고 있다고도 간주할 수 있다. 또한 

홀로그램(11')으로부터 관찰되는 3차원상은 이들의 광속으로 구성되어 있게 된다. 따라서 광속의 굵기가 관찰되는 3

차원상의 3차원적 분해능을 결정하게 된다.

시점을 무시하여 3차원상을 실상으로서 스크린 등에 투영하는 경우, 3차원적 분해능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허상(1

3)을 관찰되는 3차원상의 실상에 근접시키게 한다. 그러나 시점으로부터 직접 3차원상을 관찰할 때, 인접하는 광속끼

리가 시점에 있어서의 눈동자 속에 입사하여 공간적으로 겹쳐 버리는 배치, 즉 홀로그램(11')과 시점의 거리가 홀로그

램(11')으로부터 허상(13)까지의 거리보다 긴 경우에는 관찰되는 3차원상의 분해능을 낮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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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적어도 홀로그램(11')과 시점의 거리가 홀로그램(11')으로부터 허상(13)까지의 거리보다 짧게 하는 것이 바

람직하고, 최선의 화질로 3차원상을 관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점의 위치에 허상(13)을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또, 거리(L), 공간광 변조소자(6)의 허상(13)으로의 변환 시의 확대배율(M), 공간광 변조소자(6)의 표시화상에 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해둔다.

f1을 축소 광학계 후단측 렌즈(10)의 초점거리, f2를 축소광학계 전단측 렌즈(9)의 초점거리, f3을 렌즈 어레이(7)의 

초점거리, a3을 공간광 변조소자(6)와 렌즈 어레이(7)의 거리, L3을 축소광학계의 전측 초점과 렌즈 어레이(7)와의 

거리 혹은 렌즈 어레이(7)의 후단측의 구분체의 길이로서, 거리(L) 및 확대배율(M)은 이 하의 식으로 주어진다.

(식 3)

(식 4)

여기서, 공간광 변조소자(6)의 화소 피치를 P로 하면, 공간광 변조소자의 허상의 종횡의 분해능은 M×P가 되고, M×

P<눈동자 직경(약 3mm)을 만족하도록 하면, 요소 홀로그램 1개로부터 눈동자에 입사하는 광선의 수가 복수가 되고, 

화소에 결핍이 생기더라도 눈에 띄지 않고, 3차원 재생상이 시점변화에 대응하여 원활하게 변화하게 된다.

또한, 공간광 변조소자(6)의 표면으로부터의 산란광이 물체 재생의 배경에 노이즈로서 나타나는 것이 있지만, 공간광

변조소자(6) 그 자체의 재생상이 시점 또는 시점 배후에 결상하기 때문에, 적어도 재생되는 3차원상상 또는 그 배후에

관찰되어 그 재생상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다.

또한, 피사체로서의 3차원 물체로부터, 공간광 변조소자(6)에 전송하는 2차원 화상은 시점을 요소 홀로그램의 위치로

한 경우의 투시변환에 의해 계산한다. 즉, 3차원 물체를 워드 좌표계(xw, yw, zw)로 표현하고, 요소 홀로그램의 위치

를 워드 좌표계상(x, y, 0)으로 하면, 3차원 물체의 위치는 공간광 변조소자(6)상의 좌표(xh, yh)에서는 이하의 식으

로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변환되어 있다.

(식 5)

xh=M×(xw-x)/zw

(식 6)

yh= M×(yw-x)/zw

상세하게 설명하면, 좌표(xh, yh)에 (xw, yw, zw)의 휘도 정보나, 색 정보를 전송하여, 공간광 변조소자(6)에는 계산

된 2차원 화상이 표시된다. 이 때, 동일한 (xh, yh) 좌표에 복수의 정보가 중복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공간광 

변조소자(6)의 허상(13)을 관찰자의 가까이 배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zw를 비교하여, 공간광 변조소자(6)의 허상(13)

에 가까운 것을 선택한다.

다음에, 사용한 소자의 구체예를 나타낸다.

요소 홀로그램을 피치 0.66mm마다 3×4=12개 일괄 노광하여, 각각의 시역각(요소 홀로그램으로부터의 재생 광선 

발산각)을 ±30도에 설정하였다. 공간광 변조소자(6)는 제조원: SONY(주), 형번: LCX023AL, 화소 간격(피치): 26㎛

, 화소수 : 1024×768인 것을 사용하였다. 이 공간광 변조소자(6)에 256×256의 화상을 3×4=12 화상 동시에 표시시

켰다. 렌즈{9(L2), 10(L1)}에 의한 축소율은 O.66/(26×256)=0.1을 만족하는 어포컬 광학계를 사용하였다. 또한, 축

소율 O.1을 고려하여, 광축으로부터 100 픽셀 떨어진 화소를 통과하는 빛이 렌즈 어레이(7)로부터 발산각 3도가 되

도록, 렌즈 어레이(7)의 초점거리(f3)는 50mm로 하였다.

다음에, 공간광 변조소자(6)가 렌즈 어레이(7)의 전측 초점 위치보다도 광원측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관해서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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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실시예)

도 2는 홀로그램 작성 장치의 설명도이다. 이 장치에 있어서는 공간광 변조소자(6)에 복수의 화상을 매트릭스형으로 

표시하고, 각각의 화상을 개개의 화상에 대응하는 복수의 렌즈로 이루어지는 렌즈 어레이로 집광한 후, 어포컬 광학

계에서 축소 결상시켜, 감광재료(11)에 조사·기록한다. 공간광 변조소자(6)의 상은 실상화되고, 시점은 그 실상위치,

또는 실상위치로부터 감광재료까지의 범위에 놓여진다.

이 장치는 제 1 실시예의 것과 동일하고, 공간광 변조소자(6)가 렌즈 어레이(7)의 전측 초점 위치보다도 레이저 광원(

1)측에 배치되어 있는 점만이 다르다. 본 예에 있어서도, 상기와 동일 공정에 있어서, 감광재료(11)로부터 홀로그램(1

1')이 작성된다.

본 예에서 설명되는 a3>f3의 경우, 홀로그램(11')의 작성 시에 있어서, 공간광 변조소자(6)로부터 출사된 광상은 렌즈

어레이(7), 축소 광학계(9, 10)의 통과에 의해서, 렌즈(10)의 후측 초점 위치보다도 렌즈(10)로부터 격리한 위치(이 

위치를 실상위치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 위치를 홀로그램(11'; 감광재료(11))로부터 거리 L'로 표시하기로 한다)상에,

원래, 결상한다. 즉, 렌즈(10)로부터 출사되는 물체광은 실상 위치(L')에 결상할 공간광 변조소자상(실상이라고 부르

기로 한다; 13')이다.

상기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홀로그램(11')의 재생광으로서, 도 2에 있어서의 참조광과 동일 방향으로 입사하는 재생

광을 사용하여 재생하면, 요소 홀로그램을 조명하는 재생광은 광진행 방향에 요소 홀로그램을 그대로 투과하는 0차 

회절광 성분과, 물체광과 같은 파면을 갖도록 반사하는 1차 회절광성분을 갖게 된다.

홀로그램(11')의 작성 시에는 실상위치(L')에 결상(집광)할 실상(13')이 각 요소 홀로그램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재

생광의 조사에 의해서, 상기 실상위치(L')에 각 요소 홀로그램에 대응한 공간광 변조소자상의 실상이 재생된다. 또한, 

공간광 변조소자(6)에 복수의 화상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화상은 요소 홀로그램의 피치만큼 어긋나 다중으

로 재생된다.

실상위치(L')는 공간광 변조소자(6)와 렌즈 어레이(7)의 거리(a3), 및 축소 광학계의 전측 초점과 렌즈 어레이(7)의 거

리(L3), 바꿔 말하면 렌즈 어레이(7)의 후단측의 구분체의 길이(L3)를 설정함으로써 정해진다. 이 때에 홀로그램(11')

과 시점(14)의 거리가 홀로그램(11')과 실상위치(L')의 거리와 같거나, 또는 짧아지도록 a3과 L3을 설정한다. 재생 조

명광으로서 공역 참조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홀로그램(11')은 공간광 변조소자(6)의 실상(13')을 재생하게 된다.

한개의 요소 홀로그램은 공간광 변조소자(6)에 표시된 복수의 화상 중의 한개의 화상의 실상을 재생하기 때문에, 실

상(13')을 구성하는 화소는 해당하는 요소 홀로그램으로부터의 광속에 의해 재생되어 있다고도 간주할 수 있다. 또한 

홀로그램(11')으로부터 관찰되는 3차원상은 이들의 광속으로 구성되어 있게 된다. 따라서 광속의 굵기가 관찰되는 3

차원상의 3차원적 분해능을 결정하게 된다.

시점을 무시하고 3차원상을 실상으로서 스크린 등에 투영하는 경우, 이 3차원적 분해능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실상

(13')을 관찰되는 3차원상의 실상에 근접 시키게 된다. 그러나 시점으로부터 직접 3차원상을 관찰할 때, 인접하는 광

속끼리가 시점에 있어서의 눈동자 속에 입사하는 시공간적으로 겹쳐 버리는 배치, 즉 홀로그램(11')과 시점의 거리가 

홀로그램(11')으로부터 실상(13')까지의 거리보다 긴 경우에는 관찰되는 3차원상의 분해능을 낮추게 된다. 따라서, 적

어도 홀로그램(11')과 시점의 거리가 홀로그램(11')으로부터 실상(13')까지의 거리보다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선의 화질로 3차원상을 관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점의 위치에 실상(13')을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또, 거리(L'), 배율, 투시변환 등에 대해서는 상기 (3) 내지 (6)식의 L을 L'로 치환하고 주어진다.

또, 다른 실시예로서 상기 공간광 변조소자(6)를 삭제하고, 상기 확산판(5)에 새로운 공간광 변조소자의 상을 투영하

는 홀로그램의 작성 장치도 유효성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 즉, 상기 공간광 변조소자상을 확산 스크린상에 투영하

고, 이 확산 스크린을, 상기 제 1 또는 제 2 실시예에 기재된 공간광 변조소자(6)와 동일한 위치에 배치하여도 좋다.

다음에, 확산면광원으로 공간광 변조소자를 조명하여, 요소 홀로그램의 광분포의 균일화와 크기의 가변성을 향상시

켜, 공간광 변조소자의 상이 허상화되어, 시점은 그 허상 위치, 또는 허상 위치로부터 감광재료까지의 범위에 놓여진 

실시예에 관해서 설명한다.

(제 3 실시예)

도 3은 확산면 광원에 의해, 공간광 변조소자를 조명하는 광학계를 구비한 홀로그램 작성 장치의 설명도이다. 본 실시

예와 제 1 실시예의 상이점은 확산판(5)을 삭제하고, 레이저 광원(1)으로부터의 빔을 렌즈(3)로 확대하고, 확산판(5)

에 조사하여 발생시킨 확산면광원(17)을 새로운 광원으로 한 후, 탠댐(tandem)으로 배치된 렌즈(4)와 렌즈 어레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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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확산면 광원(17)을 렌즈(9)의 전측 초점면(8)상에 다중 결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외의 광학 배치에 대해서

는 제 1 실시예와 동일하다.

처음으로, 확산면 광원을 탠덤 렌즈 광학계의 특수한 경우에 상당하는 어포컬 광학계로 결상시킨 광학계에 대하여 설

명한다.

확산면광원(17)이 렌즈(4)의 전측 초점면에 배치되고, 렌즈(4)의 후측 초점면이 렌즈 어레이(7)의 전측 초점면에 일

치하고 있다. 이 경우, 확산면광원(17)은 렌즈(9)의 전측 초점면(8)에 결상하고, 그 크기는 렌즈(4)의 초점거리(f4), 렌

즈 어레이(7)의 초점거리(f3), 광원 결상 배율을 Ms로 하면, 이하의 식에서 주어지는 Ms를 곱한 것으로 된다.

(식 7)

Ms=f3/f4

따라서, 렌즈(9)의 전측초점면(8)에 있어서의 각각의 화상의 집광분포의 크기를 (식 7)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여기

서, 상기 각각의 화상의 집광 분포의 크기는 적어도 공간광 변조소자(6)에 표시되는 복수의 화상의 1개의 크기 이상으

로 함으로써, 요소 홀로그램(11)에 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을 위해서는 확산면광원(17)의 크기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렌즈(4)의 초점 거리를 크게 함으로써 설정할 수 있다.

다음에, 일반적인 탠덤 렌즈계의 경우에는 f를 2개의 렌즈의 합성 초점 거리, 2개의 렌즈의 거리를 d, 2개째의 렌즈로

부터 합성 렌즈의 후측초점까지의 거리를 S2로 하면, 이하의 관계가 성립한다.

(식 8)

f=f1×f2/(f1+f2-d)

(식 9)

d2=f2×(f1-d)/(f1+f2-d)

확산면광원의 결상위치와, 그 결상배율은 이들의 식으로부터 구해진다. 여기서 공간광 변조소자(6)에 조사되는 광속

은 확산광이기 때문에, 스펙클이라고 불리는 반점 모양이 공간광 변조소자(6)의 면상에 중첩하게 된다. 이 스펙클의 

평균 직경이 공간광 변조소자(6)의 변조 요소(화소)간격 P보다 크면, 요소 홀로그램으로부터 재생되는 공간광 변조소

자(6)의 허상(13)에도 반점 모양이 중첩하여, 그 크기가 눈동자 직경 이상이면 시점(14)으로부터 보아 요소 홀로그램

이 보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간광 변조소자(6)상의 스펙클 직경을 가능한 한 미세한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스펙클 평균 직경(δ)은 도 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길이 SLM_D의 공간광 변조소자(6)의 끝점에서 렌즈(4)의 유효

구경(DS)에 대하여 뻗는 면(19)을 제 2 확산면광원이라고 가정하고, 렌즈(4)와 공간광 변조소자(6)의 간격을 LS로 하

면, 이하의 식으로 주어진다.

(식 10)

δ=1.2×λ×LS/(DS-SLM_D)＜P

수치의 일 예를 나타내면, P>δ=26㎛에 대하여, LS=10cm, λ=0.6㎛인 경우, DS>29.4mm가 된다. 단, 스펙클 평균 

직경(δ)이 1자리수 작아지도록 설정하면, 6=2.6㎛에 대하여, DS>54.3mm가 된다.

혹은, 간섭의 사고 방식으로부터, 공간광 변조소자(6)의 변조 요소 간격(화소 간격; P)을 갖는 2개의 광속의 간섭을 

생각하면, 공간광 변조소자(6)로의 입사각(θ), 즉, 1개 화소측으로부터 본 입사광의 확장각(반각치)은 이하의 식으로

근사된다.

(식 11)

θ=sin -1 (λ/P)

이 값의 일 예를 나타내면, P=26㎛, λ=O.6㎛에 대하여, θ=1.32도가 된다. tanθ는 이하의 식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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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2)

tanθ=((DS-SLM_D)/2)/LS

이들의 2식(식 11, 식 12)을 만족하는 DS는 DS=31.1mm이고, δ를 만족하는 값보다도 작아져 있다. 따라서, 최저라

도(식 11)의 각도(θ), 바람직하게는 그 이상의 각도를 뻗는 제 2 확산면광원(19)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렌즈(4)의 구경을 DS 이상으로 하고, 또한, 이 구경내에 확산광을 입사되는 것 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도 3에서는 렌즈(3)에 의해, 레이저 빔을 확대하여, 그 발산각을 제어함으로써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는 렌즈(3)의 초점거리를 짧게 하여, DS 이상의 제 2 확산면광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확산면광원(17)의 직경을 1.5cm, 렌즈(4)의 F치를 F1.2, 초점거리(f)를 50mm, 유효구경을 35.7mm, 렌즈(4)와 공간

광 변조소자(6)의 간격을 6mm, 스펙클 평균 직경(δ)을 0.5㎛로 홀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요소 홀로그램으로부터 공

간광 변조소자(6)의 재생상에 시점을 두고, 요소 홀로그램을 관측하였을 때, 요소 홀로그램을 관측할 수 없게 되는 일

은 없었다.

즉, 본 예에서는 λ를 확산면광원으로부터 발생하는 확산광의 파장, P를 공간광 변조소자의 변조 요소간의 간격으로 

한 경우에, 탠덤 렌즈계의 확산면광원(17)에 가까운 볼록 렌즈(4)의 구경(DS)과, 볼록 렌즈(4)와 공간광 변조소자(6)

의 거리(LS)의 관계를 공간광 변조소자(6)의 임의의 위치에 있어서, 적어도(식 11)의 θ의 각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볼록 렌즈의 구경(DS)과, 볼록 렌즈(DS)와 공간광 변조소자(6)의 간격(LS)이 설정된다. 이 경우에는 공간광 변조소자

(6)상에서 발생하는 확산면광원(17)에 의한 간섭줄무늬의 간격이 대략 공간광 변조소자(6)의 변조 요소 간격보다 작

아지기 때문에, 공간광 변조소자(6)에 표시되는 화상의 화소에 빛이 조사되지 않고 결함 화소가 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효과가 발생한다.

확산면광원(17)의 면적은 볼록 렌즈(4)의 구경내 전부에 확산광을 입사시키 는 것만으로 충분한 면적이고, 공간광 변

조소자(6)상에서 발생하는 확산면광원에 의한 간섭줄무늬의 간격은 대략 공간광 변조소자(6)의 변조 요소 간격보다 

작아진다.

공간광 변조소자(6) 그 자체의 재생상이 시점 또는 시점 배후에 결상하기 때문에, 적어도 재생되는 3차원상상 또는 그

배후에 관찰되어 그 재생상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다.

다음에, 확산면광원으로 공간광 변조소자를 조명하여, 요소 홀로그램의 광분포의 균일화와 크기의 가변성을 향상시

키고, 공간광 변조소자의 상이 실상화되고, 시점은 그 실상위치, 또는 실상위치로부터 감광재료까지의 범위에 놓여진 

실시예에 관해서 설명한다.

(제 4 실시예)

도 5는 확산면광원에 의해 공간광 변조소자를 조명하는 광학계를 구비한 홀로그램 작성 장치의 설명도이다. 본 실시

예의 제 2 실시예와의 상이점은 확산판(5)을 삭제하고, 레이저광원(1)으로부터의 빔을 렌즈(3)로 확대하여, 확산판(5)

에 조사하고, 확산면광원(17)을 새로운 광원으로서 후, 탠덤으로 배치된 렌즈(4)와 렌즈 어레이(7)에 의해 렌즈(9)의 

전측초점면(8)상에 결상시킨 점이다.

그 밖의 광학배치에 대해서는 제 2 실시예와 동일하다. 어포컬 렌즈계에서는 거리(L'), 확대배율(M) 및 3차원 물체의 

위치는 (식 3) 내지 (식 6), 광원 결상 배율은 (식 7)과 같다. 또한, 일반적인 탠덤 렌즈계에서는 (식 8) 및 (식 9)로부터

확산면광원의 결상위치와, 그 배율을 구하는 것도 같다. 또한, 렌즈(3)에 의 해, 레이저 빔을 확대하고, 그 발산각을 제

어한다.

이상, 설명한 것처럼, 제 1 내지 제 4 실시예의 홀로그램 작성 방법에 의하면, 공간광 변조소자(6) 또는 확산 스크린(

도시하지 않음)에 표시되는 복수의 화상을 물체광으로 하여, 상기 물체광에 포함되는 개개의 화상에 대응하여 배치되

는 복수의 렌즈로 이루어지는 렌즈 어레이(7) 및 렌즈 어레이(7)로부터 출사된 물체광을 축소하는 축소광학계(9, 10)

를 통해, 물체광을 참조광과 함께 기록면(11)상에 조사하고, 이 기록면(11)에 물체광과 참조광의 간섭광을 기록하는 

홀로그램 작성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공간광 변조소자(6)와 렌즈 어레이(7) 사이에 개개의 상기 화상을 서로 격리하

는 구분체(15)가 설치되어 있다. 기록면(11)에는 물체광과 참조광과의 간섭광이 동시에 기록된다.

또한, 상기 복수의 화상의 표시면과 복수의 렌즈로 이루어지는 렌즈 어레이와의 간격 및 상기 렌즈 어레이와 상기 축

소 광학계의 간격은 상기 렌즈 어레이 및 상기 축소 광학계에 의한 상기 복수의 화상의 표시면의 실상 또는 허상 위치

가 상기 홀로그램의 관찰위치와 일치하거나, 또는 상기 홀로그램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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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작성 방법에 의하면, 공간광 변조소자와 렌즈 어레이의 사이에는 렌즈 어레이의 집광상이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구분체(15)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요소 홀로그램이 기록되어야 할 영역에 인접하는 요소 홀로그램을 기록

하는 빛이 혼입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틈 없이 정연하게 기록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요소 홀로그램으로부터 공간광 변조소자의 화소를 재생하는 광속 의 굵기를 필요 이상의 굵기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되는 3차원상 재생상의 공간 분해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 1 내지 제 4 실시예의 홀로그램 작성 방법에 의하면, 공간광 변조소자(6)의 전단측에 확산 광원이 설치되어 있다. 

확산광이 공간광 변조소자(6)에 조사되기 때문에, 공간광 변조소자(6)상의 조도가 균일해진다. 또한, 확산광 때문에, 

렌즈 어레이(7)의 개개의 집광상의 크기는 공간광 변조소자(6)에 표시되는 복수 화상의 개개의 크기 이상이 된다.

확산광원은 레이저광원(1)과, 이 레이저광원(1) 및 공간광 변조소자(6)간에 설치된 확산판(6)에 의해서 구성할 수 있

다. 확산판(5)의 출사광은 직접, 공간광 변조소자(6)에 입사하여도 좋다. 이 경우에는, 극히 간단하고 염가인 확산광 

발생수단을 실현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 확산광원은 제 3 및 제 4 실시예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레이저광

원(1)으로부터 출사된 레이저광의 빔직경을 확대하여 확산판(5)에 조사하는 확대 렌즈(3)와, 확산판(5)으로부터 발산

하는 확산광을 평행광화하여 공간광 변조소자(6)에 조사하는 콜리메이트 렌즈(4)를 구비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1개째의 볼록 렌즈의 후측 초점면에 공간광 변조소자와 2개째의 볼록 렌즈의 전측초점면을 배치시킨다

는 어포컬 렌즈계와 달리, 공간광 변조소자(6)와 2개의 볼록 렌즈(3, 4)의 배치에 자유도가 발생한다. 따라서, 확산면

광원(17)의 결상위치나 결상배율에 대한 자유도도 발생한다.

홀로그램(11')에 의해서 재생되는 공간광 변조소자의 실상(13)까지의 재생거 리를 L은, 홀로그램(11')과 관찰위치(14

)까지의 관찰거리를 Le, 공간광 변조소자(6)와 렌즈 어레이(7)의 거리(a3) 및 축소광학계의 전측 초점과 렌즈 어레이(

7)와의 거리(L3), 바꿔 말하면 렌즈 어레이(7)의 후단측의 구분체의 길이(L3), 축소광학계 후단측 렌즈(10)의 초점거

리(f1), 축소광학계 전단측 렌즈(9)의 초점거리(f2), 렌즈 어레이(7)의 초점거리(f3)를 사용한 식 (13)의 관계를 만족

하도록 a3, L3을 설정한다.

(식 13)

Le<=L=(f1/f2) 2 X{ -L3}

L의 크기를 설정함으로써 공간광 변조소자의 상의 크기, 재생되는 화소의 크기도 결정되고, 요소 홀로그램과 화소를 

연결하는 광속의 굵기도 결정된다. 따라서 재생되는 3차원상의 공간분해능을 결정할 수 있다는 효과가 발생한다. 상

기 부등호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홀로그램(11')과 시점의 거리가 홀로그램(11')으로부터 허상(13)까지의 거리보다 긴 

경우에 생기는 인접하는 광속끼리가 시점에 있어서의 눈동자 속에 입사하여 공간적으로 겹쳐버리는 배치를 피할 수 

있고, 관찰되는 3차원상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등호인 경우에는 최선의 화질로 3차

원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효과가 발생한다.

공간광 변조소자(6) 그 자체의 재생상에 노이즈가 존재하거나 공간광 변조소자(6)의 투영상의 재생상에 노이즈가 존

재하더라도 노이즈 자체가, 시점 또는 시점 배후에 결상하기 때문에, 적어도 재생되는 3차원상상 또는 그 배후에 노이

즈가 관 찰되어 그 때문에 재생상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사태가 되는 일은 없다.

본 발명의 홀로그램 작성 방법에 의하면, 요소 홀로그램의 크기를 알맞은 크기로 틈없이 정연하게 기록할 수 있고, 그

것에 의해서 요소 홀로그램으로부터 공간광 변조소자의 화소를 재생하는 광속의 굵기가 필요 이상의 굵기가 되는 것

을 방지하는 것 및 렌즈 어레이와 공간광 변조소자와의 간격 및 렌즈 어레이와 축소광학계의 간격을 설정함으로써 요

소 홀로그램으로부터 공간광 변조소자의 화소를 재생하는 광속의 굵기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되는 3차원상 

재생상의 공간적 분해능을 향상시킨다는 효과가 발생한다.

더욱이 재생되는 공간광 변조소자의 위치에 대하여, 인접하는 광속끼리가 시점에 있어서의 눈동자 속에 입사하여 공

간적으로 겹치지 않는 배치, 즉 홀로그램과 시점의 거리가 홀로그램으로부터 공간광 변조소자의 재생상까지의 거리

보다 같거나 짧은 거리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되는 3차원상 재생상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와 동시에 예기할 수 없는 공간광 변조소자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산란광은 시점 또는 시점 배후에 결상하기 때문에 

적어도 재생되는 3차원상상 또는 그 배후에 관찰되어 그 재생상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없다는 효과도 발생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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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홀로그램 작성 방법에 이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공간광 변조소자 또는 확산 스크린에 표시되는 복수의 화상을 물체광으로 하고, 상기 물체광에 포함되는 개개의 화상

에 대응하여 배치되는 복수의 렌즈로 이루어지는 렌즈 어레이 및 상기 렌즈 어레이로부터 출사된 물체광을 축소하는 

축소광학계를 통해, 상기 물체광을 참조광과 함께 기록면상에 조사하고, 이 기록면에 상기 물체광과 상기 참조광과의

간섭광을 기록하는 홀로그램 작성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상기 공간광 변조소자와 상기 렌즈 어레이 사이에 개개의 상기 화상을 서로 격리하는 구분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램 작성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공간광 변조소자의 전단측에 확산광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램 작성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광원은 레이저광원과, 이 레이저광원 및 상기 공간광 변조소자간에 설치된 확산판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홀로그램 작성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광원은 상기 레이저 광원으로부터 출사된 레이저광의 빔 직경을 확대하여 상기 확산판에 조사하는 확대 렌

즈와, 상기 확산판으로부터 발산하는 확산광을 평행광화하여 상기 공간광 변조소자에 조사하는 콜리메이트 렌즈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램 작성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판으로부터 출사되는 광속의 파장을 λ, 상기 콜리메이트 렌즈의 구경을 DS, 상기 콜리메이트 렌즈와 상기 

공간광 변조소자 사이의 거리를 LS, 상기 콜리메이트 렌즈의 광축과, 이 콜리메이트 렌즈의 직경 방향 단부와 상기 공

간광 변조소자의 끝부를 맺는 선분과의 이루는 각도를 θ, 상기 공간광 변조소자에 표시되는 화소 간격을 P로 한 경

우, θ가 sin -1 (λ/P) 이상으로 되도록, DS 및 LS가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램 작성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화상의 표시면과 복수의 렌즈로 이루어지는 렌즈 어레이와의 간격 및 상기 렌즈 어레이와 상기 축소 광

학계의 간격은 상기 렌즈 어레이 및 상기 축소광학계에 의한 상기 표시면의 실상 또는 허상 위치가 상기 홀로그램의 

관찰 위치와 일치하거나, 또는 상기 홀로그램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램 작성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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