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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diffraction requires submillimeter-size apertures. The usual method to make diffraction
apertures of various shapes is a photography technique for reducing the size of the aperture pattern
to a submillimeter level. Because this method requires much effort and time, we here show that a
spatial light modulator (SLM) can serve as a ready-to-use diffraction aperture. Because the pixels
of the liquid crystal panel of a SLM can be controlled individually by a simple software to either
pass or block the light, one can realize a diffraction aperture of any shape. We tested circular square
and hexagonal apertures using a SLM and confirmed that the diffraction patterns agreed with the
simulated patterns. The diffraction pattern produced by using a double helix aperture, which is a
more complicated shape, looked similar to the X-ray diffraction pattern of DNA. Diffraction is an
important tool for structural analysis, but determining the real structure from a diffraction pattern
is not easy. For that reason, we suggest that SLM apertures may be a handy and practical tool for
teaching and learning about diffraction theory.
PACS numbers: 01.50.Pa:
Keywords: Spatial light modulator, Diffraction aperture, Diffraction pattern, Double helix diffraction,
Diffraction simulation

광학 학습에 사용될 수 있는 공간 광변조기로 구현한 회절 구멍
장도형 · 전동렬∗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서울 08826, 대한민국
(2019년 9월 16일 받음, 2019년 10월 28일 게재 확정)

회절 현상을 관찰하려면 빛이 통과할 작은 구멍이 필요한데, 보통은 인쇄된 구멍 모양을 사진으로 찍어
축소하는 방법으로 회절 구멍을 만든다. 그러나 필름 축소 방법으로 수십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정교한
구멍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빛을 변조하는 장치인 공간 광변조기는 빛이
지나가는 액정 패널을 픽셀 단위로 제어한다. 우리는 공간 광변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코딩으로 다양한
형태의 회절 구멍을 쉽게 만들 수 있음을 보였다. 우리가 공간 광변조기로 구현한 원형, 사각형, 육각형 회절
구멍을 통과한 빛이 만든 회절 무늬는 시뮬레이션으로 얻어진 회절 무늬와 일치했다. 모양이 간단한 회절
구멍 외에 이중나선처럼 복잡한 모양의 회절 구멍도 공간 광변조기로 구현했는데, 이것으로 얻어진 회절
무늬는 DNA의 X-선 회절 무늬와 유사했다. 회절 현상은 물질의 구조 분석에 중요한 도구로, 물질의 구조가
복잡할수록 회절 무늬로부터 실제 구조를 추론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복잡한 회절 이론의 학습에서도 공간
광변조기가 효율적인 실습 교재로 이용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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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회절은 빛의 파동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다. 고등
학교 물리 교과서와 대다수의 대학 일반물리 교재는 회절
현상을 단일 슬릿 또는 일차원으로 배열된 여러 개의 슬릿
을 통과한 전자기파의 중첩으로 설명하지만 [1], 회절은 원
이나 네모 형태의 구멍 (aperture) 에서도 일어나며 이것은
물체의 이차원, 삼차원 구조를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응용된다. 따라서 전공 과정의 광학은 물론이고 높은 수준
의 일반물리 교재는 이차원 구조의 구멍에 의해 만들어지는
회절 무늬도 다룬다 [2]. 회절을 관찰하려면 구멍이 빛의
파장 정도로 작아야 하는데, 이것은 보통 커다랗게 인쇄된
패턴을 카메라로 찍어서 필름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진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구멍을
다양한 모양으로 정밀하게 만드는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든다
[3–5].
이 논문에서 우리는 다양한 구조의 구멍을 만들 수 있는
도구로 공간 광변조기 (spatial light modulator, SLM) 를
이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공간 광변조기는 액정 패널에 들
어오는 빛을 픽셀 단위로 나누어 진폭이나 위상을 변조하는
장치인데, 주로 파면(wavefront)을 조절하거나 홀로그래피
에 활용된다 [6, 7]. 그런데, 픽셀 단위로 위상을 변조하는
공간 광변조기의 편광 특성을 이용하면 각 픽셀에 입사하는
빛을 차단하거나 투과시킬 수 있으므로, 다시 말해 픽셀
크기의 구멍을 자유롭게 열거나 닫을 수 있으므로 [8], 이를
활용하여 픽셀 크기의 해상도로 다양한 모양의 이차원 구
멍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이를 보이기 위해 크기가 다른
원형, 사각형과 육각형 구멍을 공간 광변조기에 나타내어
생긴 회절 무늬를 MATLAB 시뮬레이션과 비교하고 둘이
일치함을 확인했다. 구조가 간단한 원, 사각형, 육각형 구
멍 외에도 우리는 공간 광변조기 구멍의 효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중나선 형태의 구멍을 만들고, 그것의 회절 무늬가
DNA의 X-선 회절 무늬와 비슷한 X 형태임을 확인했다.
물질의 구조 분석을 위한 회절 이론은 수학적으로 복잡하
다. 또한 임의의 구멍에 대한 회절 이론이 그 구멍에 의한
회절 무늬와 일치함을 확인하기 위해 각종 구조의 구멍을
일일이 실물로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간 광변조기를
이용하면 구멍 실물을 만들지 않고도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액정분자 단면의 픽셀을 열거나 닫아서 복잡한 형태의 구
멍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으므로, 회절 이론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Fig. 1. Geometry of circular aperture implemented in
SLM and digital camera. The circular hole on the left is
aperture.

II. 실 험
Figure 1과 같이 빛이 구멍을 지나 회절될 때, 구멍이
위치한 면에서 광축을 중심으로 좌표 (xa , ya ) 의 구멍 함
수 A(xa , ya )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실수부
A0 (xa , ya ) 는 진폭, 다시 말해 빛이 투과되는 정도를 나
타낸다.
A(xa , ya ) = A0 (xa , ya )eiϕ(xa ,ya )

(1)

Figure 1의 원형 구멍에서 빛이 통과하는 부분의 구멍
함수(aperture function) 값은 1이고 통과하지 않는 지점의
함수값은 0으로 표현할 수 있다. 허수부 eiϕ(xa ,ya ) 는 위상을
나타내며, ϕ(xa , ya ) 는 구멍 함수의 한 지점에서 0부터 2π
범위 안의 위상 변조를 의미한다. [2]
공간 광변조기는 빛이 입사한 위치에 따라 픽셀 단위로
진폭이나 위상을 변조한다. 진폭을 변조하는 공간 광변조기
로는 특정 픽셀을 열거나 닫아서 픽셀의 위치에 따라 빛의
투과를 조정하면 임의의 구조를 가진 이차원 구멍을 만들
수 있다. 이차원 구멍은 위상을 변조하는 공간 광변조기
(phase-only 공간 광변조기) 로도 만들 수 있다. 공간 광변
조기의 액정분자 단면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 거울과 액정
분자 층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픽셀에 전압을 걸면 전압의
세기에 따라 액정분자가 기울어지고 기울어진 각도에 따라
그 픽셀에 입사한 빛의 위상이 0에서 까지 변조된다. 그런데
공간 광변조기는 한 방향으로 편광된 빛의 위상은 변조시
키지만, 그 방향에 수직인 편광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광변조기의 위상을 π 만큼 변조시키면 반파장판 (half-wave
plate) 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수평 편광이 입사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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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 얻을 수 있다. 이 수식은 하위헌스-프레넬 원리를
이용하여 조리개 평면의 한 지점에서부터 회절 무늬가 생긴
평면의 한 지점까지 거리를 1차 근사하여 얻은 것이다 [9].
1
I(x0 , y0 , z) = 2 2
λ z

∫∫ {
}
2
2
iπ
A(xa , ya )e λz (xa +ya )
2

×e
Fig. 2. (Color online) A schematic diagram of the setup.
A laser light (λ=633 nm) passes through the horizontal
polarizer (LP) and collimated by the beam expander lens
(BE). The spatial light modulator (SLM) changes the
phase of the light. Another polarizer in front of CCD
blocks horizontally polarized light. The CCD is used as
a screen.
지만, 위상을 π 만큼 변조시키면 90◦ 회전하여 수직 편광이

2π
−i λz
(xa x0 +ya y0 )

(2)

dxa dya

만일 구멍에서 이미지까지 거리가 멀 때는 수식 (2) 에서
z ≫

2
(x2a +ya
)
λ

iπ

2

2

이므로 적분 안의 e λz (xa +ya ) 항을 무시하여

원거리 회절에 해당하는 수식 (3) 을 얻는다.
I(x0 , y0 , z) =
[
]
∫∫
1
−ik
(x
x
+
y
y
)
dxa dya
A(x
,
y
)exp
0 a
0 a
a a
λ2 z 2
λz

2

(3)

나오게 된다. [8] 그리고 이 때 공간 광변조기 다음에 수직
편광판을 놓으면, 광변조기에서 위상이 변조되어 수직으로

여기서 x0 , y0 는 디지털 카메라의 CCD 단면의 좌표, z 축은

편광된 빛은 통과하고 위상이 변조되지 않아 수평으로 편광

광축, xa 와 ya 는 구멍이 위치한 공간 광변조기 액정분자 단

된 빛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위상을

면의 좌표이다. 따라서 수식 (2), (3)을 통해 구멍이 위치한

변조하여 액정 단면 각 픽셀의 빛 투과 함수를 0 또는 1로

면에서 빛의 진폭과 위상의 변조 분포인 A(xa , ya ), 그리고

조절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이용하여 광변조기의 액정

거리 z 를 알면 회절 무늬의 조도 분포를 계산으로 구할 수

단면에서 빛이 통과할 픽셀은 위상을 π 만큼 변조시키고,

있다.

빛을 차단해야할 픽셀은 위상을 변조시키지 않는 방법을 사
용하여 액정 단면에 회절을 위한 원하는 모양을 만들었다.
이 실험에 사용한 공간 광변조기는 일본 하마마쓰(Hama-

III. 결과와 분석

matsu) 회사의 모델 LCOS-SLM 10468-06으로 반사형으
로 위상을 변조한다. 액정분자 단면의크기는 16 mm × 12

첫 번째 실험으로 공간 광변조기를 이용하여 원형 구멍

mm이며, 여기에 792 × 600개의 픽셀이 배열되어 있다. 픽

을 만들고 회절 무늬를 관찰했다. 원형 구멍은, 중심에서

셀 하나의 크기는 20 µm×20 µm이며, 각 픽셀은 8 비트의

미리 정한 반지름의 안쪽에 있는 액정 픽셀의 위상은 π 만큼

해상도로 위상을 변조할 수 있다.

변조시켜 빛이 통하게 하고, 바깥쪽에 있는 액정 픽셀의

Figure 2는 장치의 개요다. He-Ne 레이저에서 나온 빛

위상은 바꾸지 않아 빛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만들었으며,

(파장 λ = 633 nm) 은 수평 편광판을 거쳐 위상 변조 방식

반지름이 각각 0.25, 0.45, 0.85 mm인 세 개의 구멍을 만들

의 반사형 공간 광변조기에 입사한다. 이 빛은 공간 광변조

어서 회절 무늬를 비교했다. 이 구멍들에 빛을 통과시키고

기의 액정분자에서 위상이 0 또는 π 만큼 바뀌면서 거울에

구멍에서 0.3 m 떨어진 곳에 설치된 카메라에 맺힌 회절

반사되었다가 다시 수직 편광판을 거쳐 디지털 카메라의

무늬를 Figure 3에 나타냈다. Figure 3 (a), (c), (e) 는 순

CCD에 회절 무늬를 만든다. 디지털 카메라는 모니터에

서대로 0.25, 0.45, 0.85 mm 구멍으로 얻은 회절 무늬이며,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회절 무늬를 관찰했고, 이것을 다음에

(b), (d), (f) 는 순서대로 0.25, 0.45, 0.85 mm 구멍에 대한

설명된 회절 이론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된 무늬와 비교

시뮬레이션 결과다. 실험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기

했다.

위해, 회절 무늬의 조도 분포는 정규화(normalization)하여

Figure 1의 구멍에서 스크린까지 거리 L 과 구멍 지름의
2

나타냈다. 스크린까지 거리가 일 때 반지름 의 원형 구멍이

제곱을 파장으로 나눈 d /λ 을 비교하여, L 이 작으면 근거

만드는 회절 무늬는 Fig. 3 (a), (b) 에서 보듯 에어리 고리

리 회절 또는 프레넬 회절, L이 크면 원거리 회절 또는 프라

(airy ring) 형태가 나타나는 원거리 회절의 성격을 갖는다.

운호퍼 회절이라고 부른다. 근거리 회절의 경우, 구멍에서

그러나 구멍의 반지름이 0.85 mm일 때는 Fig. 3(e)와 (f)에

z 만큼 떨어진 면에 만들어진 이미지의 조도 분포는 수식

나타나듯 근거리 회절의 조도 분포를 보인다. Figure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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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Intensity profile of the diffraction
patterns due to the circular apertures of 0.45 mm and
0.85 mm radius. The measurement (dotted line) and
the simulation (solid line) agree well. The intensity is
normalized to the diffraction pattern due to the 0.45 mm
aperture.

Fig. 3. (Color online) Diffraction patterns due to the circular apertures. The patterns in the left column are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in the right column are simulation results. The distance between the aperture and the
screen is 0.3 m. The radius of the aperture is 0.25 mm
for (a) and (b), 0.45 mm for (c) and (d), and 0.85 mm
for (e) and (f). Experimental and simulation results are
in close similarity.
와 (c)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 원거리 회절에서는 스크린까
지 거리가 변하면 회절 무늬의 패턴은 변하지 않고 크기만
상대적으로 변한다. 그러나 Fig. 3 (f) 에서 보듯 근거리
회절의 무늬는 원거리 회절의 무늬와 다른 패턴을 보인다.
구멍의 크기가 각각 0.45 mm와 0.85 mm 일 때 중심에서
방사상 방향으로 거리에 따라 계산한 조도의 프로파일을
Figure 4에 나타냈다. 반지름 구멍의 회절 무늬를 기준으로
조도를 정규화했다.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는 비슷한
조도 분포를 보인다.
우리는 또한 공간 광변조기로 한 변의 길이가 각각 0.80
mm와 1.0 mm인 정사각형 구멍을 만들어서 회절 무늬를
관찰하고 시뮬레이션과 비교했다. 0.80 mm의 경우 Fig.
5(a)와 (b)에서 보듯 사각형 중심의 조도가 높은 원거리 회
절에 가까운 양상을 드러내지만, 1.0 mm일 때는 Fig. 5(c)
와 (d) 에서 보듯 사각형 모서리 쪽의 조도가 높은 근거리

Fig. 5. (Color online) Diffraction patterns due the square
apertures. The distance from the aperture to the screen
is 0.3 m. (a) and (b) are the experimental and simulated patterns, respectively, due to the 0.80 mm square
aperture. (c) and (d) are the experimental and simulated patterns, respectively, due to the 1.0 mm square
aperture.
회절의 양상을 드러낸다. Figure 5는 두 경우 모두 관찰
결과가 시뮬레이션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Figure 6은 공간 광변조기로 만든 정육각형 구멍에 의한
회절 무늬다. 한 변의 길이가 0.5 mm인 정육각형으로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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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lor online) Diffraction patterns due to the
regular hexagonal apertures. Length of one side of the
hexagon is 0.5 mm for (a) and 1.0 mm for (b). (a) shows
far field diffraction and (b) near field diffraction.

Fig. 7. (Color online) (a) Schematic of the aperture obtained by projecting the double helix onto a plane. The
with and the period are made proportional to the actual
DNA. (b) Diffraction pattern due to the aperture shown
in (a). The distance to the screen is 1.5 m. The pattern
was imaged to the first order.

어진 Fig. 6(a) 는 반지름이 0.45 mm인 원형 구멍의 회절

IV. 결 론

무늬인 Fig. 3(c) 와 비슷하게 중심에서 가장 높은 조도가
나타나는 원거리 회절의 조도 분포를 보인다. 한 변의 길
이가 1.0 mm인 정육각형으로 얻어진 Fig. 6(b) 는 한 변의
길이가 1.0 mm인 정사각형 구멍의 회절 무늬인 Fig. 5(c)
와 비슷하게 모서리에서 가장 높은 조도를 보인다.

회절을 관찰하려면 작은 구멍이 필요한데, 필요한 구멍을
정밀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일일이 만들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구조의 구멍을 직접 만들지 않고, 공간 광변
조기를 이용하여 코딩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했다. 공간
광변조기는 일정 면적에 들어오는 빛을 픽셀로 나누어 진

위와 같이 구조가 단순한 원형, 사각형, 육각형 구멍 뿐

폭이나 위상을 변조하는 장치인데, 픽셀 단위로 정밀하게

아니라 공간 광변조기로 모양이 복잡한 회절 구멍도 만들

구멍을 열고 닫을 수 있으므로 각각 픽셀을 제어하여 다양한

수 있다. 복잡한 회절 무늬에서 실제 구조를 추론한 사례

모양의 구멍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한 변조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아마 DNA의 이중나선 구조

기는 빛의 위상을 변조하는 방식인데, 편광기와 함께 픽셀

일 것이다 [10,11] 두꺼운 이중나선을 평면에 투영하면 Fig.

단위로 빛의 투과 여부를 조절할 수 있었다.

7(a)에 보인대로 두 사인파가 위상차를 두고 겹쳐진 그림자

공간 광변조기로 구현한 구멍으로 회절이 나타나는지

가 생긴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개의 사인파가 겹쳐지도록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구조인 원형, 사각형과 육각형 구멍

코딩하여 공간 광변조기로 이 형태를 구현했다. 실제 DNA

을 만들어 회절 무늬를 관찰했다. 공간 광변조기와 스크린

에서 사인 함수의 진폭은 1.0 nm, 파장은 3.4 nm인데, 이
크기에 비례하도록 우리가 만든 이중나선 구멍에서는 두
께를 0.4 mm, 파장을 1.36 mm로 정했다 [12–14]. Figure
7(b)는 공간 광변조기로 구현된 이중나선 구멍에 의한 회절

역할을 하는 디지털 카메라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게 두고
구멍의 크기를 바꾸면서 관찰했는데, 구멍 크기와 구멍에서
스크린까지 거리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원거리 회절과 근거
리 회절 무늬로 구별될 수 있었다. 스크린까지 거리에 비해
구멍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원거리 회절에서는 구멍의

무늬를 1.5 m 떨어진 CCD 에서 관찰한 이미지인데, 이 무

크기가 달라져도 회절 무늬의 전체적 개요에는 변화가 없고

늬는 로잘린드 프랭클린이 실제 DNA에서 얻은 X-선 회절

무늬의 크기만 변했다. 그러나 구멍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무늬와 유사하다 [10].

큰 근거리 회절에서는 구멍 크기의 변화에 따라 회절 무늬의
모양과 밝기 분포가 크게 변했다. 디지털 카메라를 스크린으
로 사용하면 회절 무늬 안의 밝기 분포를 정량적으로 관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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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는데, 이것은 회절 이론을 적용하여 MATLAB으로
계산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일치하였다. 원형과 사각형의
기본 형태뿐 아니라 공간 광변조기로 이중나선의 평면 투영
도처럼 복잡한 형태의 구멍도 시도했는데, 이에 의한 회절

[4] E. Kang, K. Lee, H. Lee and H. Kim, Sae Mulli 56,
155 (2008).
[5] H. Lee, H. Kim and J. Song, New Phys.: Sae Mulli
60, 35 (2010).

무늬는 DNA의 X-선 회절 무늬와 유사했다. 회절 현상은

[6] G. D. Love Appl. Opt. 36 1517 (1997).

물질의 미세한 구조 분석에 응용되는데, 구조가 복잡하면

[7] B. R. Boruah Am. J. Phys. 77, 331 (2009).

회절 무늬에서 실제 구조를 유추하기가 어렵다. 코딩으로

[8] D. Wang, et al., J. Disp. Technol. 12, 447 (2016).

다양한 형태의 회절 구멍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 광변조기는

[9] J. W. Goodman, Introduction to Fourier Optics

회절 현상에 근거한 물질 구조 분석에 편리한 시뮬레이션

(Roberts & Company, Greenwood Village, 2005)

도구가 될 수 있다

[10] R. Franklin and R. G. Gosling, Nature 171, 74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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