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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비디오 투과식 증강현실에서 왜곡 보정과 시야각 조정을 다룬다. 삼성 기어 VR이나 구글의 카드
보드와 같은 스마트폰을 사용한 HMD(Head Mounted Display)에서는 일반적으로 렌즈로 인해서 영상이 왜곡되어 렌더링이 된다. 특
히나 스마트폰을 사용한 증강현실에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HMD의 렌즈로 인해서 발생하는 왜곡이 합해져서 보다 복잡한 형태의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왜곡은 사용자에게 시각적인 인지나 인식 기능에 부조화를 야기하게 된다. 유리와 같은 투명 디스플레
이를 궁극적인 형태의 HMD라고 생각하면 최대한 이런 왜곡을 없애서 투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
폰 기반 비디오 투과식 증강현실 방식에서 왜곡을 보정하고 시야각을 조정하여 투명에 가까운 효과를 주는 방법을 제시한다. 논문에서
왜곡 보정 및 시야각 조정 모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 distortion correction for wearable Augmented Reality (AR) on mobile phones. Head Mounted 
Display (HMD) using mobile phones, such as Samsung Gear VR or Google’s cardboard, introduces lens distortion of the rendered 
image to user.  Especially, in case of AR the distortion is more complicated due to the duplicated optical systems from mobile 
phone’s camera and HMD’s lens. Furthermore, such distortions generate mismatches of the visual cognition or perception of the 
user. In a natural way, we can assume that transparent wearable displays are the ultimate visual system which generates the least 
misperception. Therefore, the image from the mobile phone must be corrected to cancel this distortion to make transparent-like AR 
display with mobile phone based HMD. We developed a transparent-like display in the mobile wearable AR environment focusing 
on two issues: pincushion distortion and field-of view. We implemented our technique and evaluated thei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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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모바일폰 기반 웨어러블 AR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이
동하는상황에서증강된경험을줄수있다[1][2]. 한손추적
기술을함께사용하면사용자는증강현실에서가상물체와

인터랙션을해서객체 조작을할수가 있다[3]. 그러나카메
라와 렌즈에서 오는 왜곡으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시각적

인지와인식의 부조화(mismatch)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부조화는 사용자에게 크기 판단에 대한 오류와 업무 성능

(task performance)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가상현실분야에서사용하는광각의 HMD에서는
영상을미리변형(warping)을시켜줘서사용자가넓은시야
각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저가의
모바일폰기반 HMD들은모바일폰의디스플레이를사용
하고눈에서가까운거리에두면서광각의렌즈를사용해서

초점이맞는영상을보여주게된다. 그런데이런상황에서는
렌즈가공간적색상적왜곡을불러일으키기때문에영상을

미리 보정을 하고 색상의 보정 또한 이루어 져야 한다[4]. 
렌즈 왜곡 제거의 다른 방법은 렌즈에서 발생하는 radial 
왜곡을보정하기위해서각픽섹의위치를이동시키는방법

으로 이미지 중앙에서부터의 거리를 변형하는 방식이다[5]. 
투명한효과를위해서는왜곡뿐만아니라시야각도고려해

서 렌즈로 인한 확대로 인한 영상의 변화를 조정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투명유사디스플레이에대한연구들은사용자
시점렌더링(user perspective rendering)이라고불리며이루

어져왔다. 이중에서는 gradient를이용한연구나[6] 카메라
영상의 호모그래피 변환[7]을 이용한 연구들이 있다. 
모바일 폰 카메라와 HMD 렌즈로 인해서 중첩된 광학
시스템을 다루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수학 모델

을이용하여초점거리와왜곡값을구해서처리한다. 여기
에서논의되는두가지문제는 HMD 렌즈와카메라렌즈로
발생하는 pincushion 왜곡과 시야각 조정에 관한 것이다. 

Ⅱ. 시스템 디자인

본논문에서안드로이드운영체제를가진스마트폰을사

용한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에 양안식 디스플레이를 장착하

여 사용한다. 

그림. 1. 모바일폰기반 HMD (4D Vision 디스플레이와넥서스 5의사용례)
Fig. 1. Structure of Our System: 4D Vision Display with Nexus 5 at-
tached

양안식 디스플레이에서는장착된 렌즈에 의해서 확대가

그림 2. HMD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전체 보정 부분인 빨간 점선 부분에서 본 논문에서는 녹색 부분인 시야각 조정과 배럴 왜곡 보정이 논해짐
Fig. 2. Whole process of correcting system is shown in red stripe box. In this paper, our system covers the green line box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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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데 이 왜곡의 정도로 인해서 물체가 실제보다 작

거나크게보이게된다. 그래서단순히왜곡보정뿐만아니
라 시야각의 조정도 필요하게 된다. 그림 2에서 보이듯이
왜곡과 시야각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 논문
에서는양안식 디스플레이에서 필요한 barrel distortion 교
정과 시야각 조정을 다루고 있다. 

III. 렌즈 캘리브레이션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은 카메라의 내부적인 파라미터들

인 이미지 중심(image center), 초점 거리(focal length), 휘
어짐 요소(skew factor), 렌즈 왜곡(lens distortion) 등과 같
은요소의값을찾는과정이다. 본논문의경우에는스마트
폰의카메라와 HMD의렌즈로인한초점거리와왜곡값을
구하는것이문제가된다. 초점거리를계산하여적합한시
야각을 제시하고 렌즈 왜곡 값을 측정하여 핀쿠션(pin- 
cushion) 효과를없애는방향으로이용한다. 카메라의내부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1)

(u0,v0) 가 principle point의 위치가 되고 α 와 β 가 크기
팩터가 된다. 그리고 s 는 휘어짐(skewness) 요소가 된다. 
휘어짐팩터는작기때문에 s = 0 로하고 β 는다음섹션에
서수직시야각을계산하기위한초점거리가된다. 그리고
렌즈의 왜곡 값을 나타내는 행렬은 아래와 같이 된다. 

       (2)

k1 과 k2 가 radial distortion 나타내는값이되고 (앞으로
k-value 라고 부른다) p1 과 p2 는 탄젠셜 (tangential) 왜곡
값을 표현하게 된다. k-value 가 양의 값이면 barrel dis-
tortion이 있는것이고 음의 값이면 pincushion distortion을
표현하고 0 이면 왜곡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시스템은모바일폰의카메라와 HMD 렌즈가왜곡
이동시에존재하는시스템이라고할수있다. 모바일폰의
카메라의 경우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보정을 할 수 있으나

HMD의렌즈의경우에는렌즈를보정하기위한환경을만
들어야 한다. 일단 렌즈 자체의 정확한 초점 거리와 왜곡
값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HMD 렌즈의 왜곡 보정을 위해
서 오른쪽 렌즈 뒤에 카메라를 두고 반대쪽에 체커보드를

두고 사진을 찍어서 보정을 하였다. 왼쪽과 오른쪽렌즈는
같은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쪽만 사용하였다. 그래서
다음의 행렬식으로 렌즈 왜곡을 표현하였다. 

 








 


 

 


(3)

여기에서

Dl = HMD 렌즈의 왜곡
Dc = 카메라에서의 왜곡
Dclc = 렌즈와 겹친 카메라의 왜곡
으로 표현이 된다. 

이 보정셋업에서 두대의모바일폰과한 대의 HMD가
사용된다. 하나의 모바일 폰은 HMD에 장착이 되고 다른
하나를 사용하여 HMD 우측 렌즈 뒤에서 사진을 촬영을
한다. 같은 기종을 양쪽에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HMD에
장착된모바일폰의카메라는 camera1 으로표현하고촬영
에사용한모바일폰의카메라는 camera2로지칭한다. 전체
적인 보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을 기존의 보정 방법으로 보정한다. OpenCV

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정하였다. 
을 HMD에연결하고 를그림 3과같

이 HMD 오른쪽 렌즈 뒤에 배치한다. 
체커보드 패턴을 벽에 붙이고  , HMD, 

의 순서로 오게 배치한다. 

과 HMD, 가 함께움직이며여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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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진을 로 촬영을 한다. 

4번째 단계에서 촬영된 사진을 이용해서 특징점을 추출
한다

(3)의 식을 이용해서 왜곡을 계산한다.

           

그림 3. HMD 렌즈보정환경: camera1이 HMD 뒤에붙어있고 camera2가

오른쪽 렌즈 뒤에 있음. 
Fig. 3. Condition for HMD's lens calibration: camera1 is attached to 
an HMD with camera2 is stitched behind the right lens.
IV. 왜곡 보정(Correction of Distortion)

1. 모바일 폰 HMD 핀쿠션(Pincushion) 왜곡 보정

카메라 렌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왜곡은 radial 왜곡
이다. 이왜곡은배럴(barrel) 혹은핀쿠션(pincushion) 왜곡
으로 나누어지는데 배럴 왜곡에서 그림의 확대는 광축

(optical axis)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하게 된다. 이런
효과는 이미지가구(sphere)나배럴에 맵핑된 효과가된다. 
핀구션왜곡은광축에서멀어질수록이미지확대가증가하

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가시적인효과는 마치
핀쿠션과 같이 가운데로 갈수록 중심으로 향하게 되는 형

태로 나타나게 된다. 
모바일 HMD의경우에는렌즈에의한왜곡이심각한경
우에는시야각(field of view)보정을하기전에카메라영상

그림 4. 핀쿠션 왜곡(좌) 배럴 왜곡(우)
Fig. 4. Pincushion and barrel distorted image

왜곡이나 컴퓨터 생성 영상의 왜곡을 해야 한다[9][10].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생성 영상이 카메라 영상과 합쳐져서

그려지는증강현실이기때문에카메라생성영상의왜곡이

이루어져야 한다. 
Radial 왜곡은 비디오 투과형 HMD에서 발생하는 고정
적인에러(static error)이다. HMD의렌즈종류에따라서다
른 radial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아래의식에서 r 은왜곡이되지않은이미지의중앙에서
부터의거리라고했을때 r’ 은실제로관측된거리가된다
[5].  렌즈의왜곡을없애기위한식을구체적으로보면아래
수식 (4)와 같이 된다. 

′  (4)

왜곡은테일러확장(Taylor expansion)으로근사를할수
있다. 우리구현에서는두개의 k 값만을가지고광각렌즈
를 모델링하기로 한다. 모바일 폰 카메라와 HMD 렌즈를
보정하는 k 값을찾음으로핀쿠션왜곡을해소할수가있었
다. 이를 위한방법은위에서이미 설명한 바와같다. 여기
에서는 camera1 및 HMD 렌즈에서 발생하는 핀쿠션 왜곡
의 정확한 값을 알아서 사용자가 HMD를 착용하고 봤을
때 아무런왜곡이없는것처럼 배럴 왜곡으로이미지를생

성해야한다. 카메라 보정에서 얻어지는 왜곡 행렬을 사용
하여 배럴 왜곡을 얻는 수식은 아래와 같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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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 왜곡보정 (모바일폰화면에서보이는배럴왜곡값)

 : 렌즈에서의 왜곡
 : 카메라에서의 왜곡

위의식에서우리가알고싶은것은모바일폰화면에서

의 발생하는 왜곡(Db)의 정확한 k 값이다. 그런데 모바일
폰의 카메라 자체에서도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왜곡

을우리는또 Dc 라고부르기로한다. Db 를구하기위해서
렌즈에서오는왜곡()과카메라에서오는왜곡()의역

을 취해서 곱해주었다.
양안식에서 배럴 왜곡을 재현하기 위해서 Unity3D에서
제공하는 어안렌즈기능을변형한 shader를사용하여모바
일 폰에 적용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2. 시야각 (Field of View) 조정

카메라의 시야각은 카메라 렌즈의 사양에서 알 수가 있

다. 위의그림에서처럼스크린의폭이 s 초점거리가 F라고

했을때초점거리인 F를카메라보정에서구해서결과적으
로 FOV를 구할 수가 있다. 수직 시야각의경우에 참조 문
헌 [12]의 수식을 사용하여 구하게 된다. 

그림 6. 시야각 계산의 단순한 렌즈 기하 모델
Fig. 6. Simple lens model for FOV calculation

tan

 (6)

카메라의 FOV를 바꾸는 것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물체
의보이는크기에영향을미치게되는데 FOV를줄이면물
체를 줌인해서 보는 효과가 나게 된다. 

그림 5. 모바일 폰에서 배럴 왜곡 적용 화면
Fig. 5. Rendering result in mobile phone. A virtual dinosaur (middle) is embedded within re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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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검은 점선은 원래의 FOV를 의미하고 붉은 점선은 축소된 FOV를
의미

Fig. 7. Black stripes show original FOV, red stripes show reduced FOV

그림 8. 카메라의 FOV(α‘)를 구하기 위해 렌즈의 FOV(녹색)를 구함. 일 때
투명하게 보임(α‘= α)
Fig. 8. To find camera FOV (α') we need to calculate lens (green color) 
FOV. Transparent display means α'= α

다양한 HMD들은다양한 FOV를가질수가있는데이러
한변화에맞게 FOV를적용시킬수있도록구현하였다. 카
메라 보정에서 HMD 렌즈의 초점거리를 구하고 카메라의
초점거리를 정확히 구한 다음에 그림 8에서처럼 카메라에
서의 FOV와 HMD의 FOV가 같도록 한다. 그림 3의 조건
에 맞게 아래의 식을 HMD의 초점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7)

  tangential distortion value
 : HMD 렌즈와   의 초점 거리 합산

 : HMD 렌즈의 초점 거리
 : 의 초점 거리

HMD의초점거리를구하게되면 FOV를 (6) 식에서 구
할수가있게된다. 모바일폰의 FOV를조정해서줌인이나
줌아웃을 맞출 수가 있는데아래의세가지경우에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면 FOV가 맞게 된다. 

가) HMD FOV > Camera FOV
최근 HMD는광각의 FOV를제공하는경우가많아서가
장흔한경우이다. 이경우에는모바일폰의영상의일부를
사용하여 맞추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HMD에서 제공하
는 FOV의일부만을사용하게된다. 이를피하려면어안렌
즈를 모바일 폰 카메라에 사용하면 된다. 

나) HMD FOV = Camera FOV
이런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지만 배럴 왜곡만 적용하면

시야각이 맞게 된다. 

다) HMD FOV < Camera FOV
카메라 영상의 일부분만 잘라서 FOV를 맞추어 주게 된
다. 

V. 실험 결과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서 3가지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모바일 폰을 두 가지인 Nexus 5와 Samsung 
Galaxy Note 4를사용하고 HMD는 4D Vision에서제공하
는 카드보드 형태의 HMD를 사용하고컬러크로스 HMD, 
및 삼성 기어 VR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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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경우에 보정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들과 같다. 

그림 9. 4D Vision의카드보드형태 HMD와넥서스 5의경우, (좌) 미보정시, 
(우) 보정 후
Fig. 9. Result for 4D Vision Display with Nexus 5: Before correction 
(left) and after correction (right)

그림 10. Color Cross HMD와 넥서스 5의 경우 (좌) 미보정시, (우) 보정
후

Fig. 10. Result for Samsung Gear VR with Samsung Galaxy Note 4: 
Before correction (left) and after correction (right)

그림 11. 기어 VR 과 삼성 갤럭시 노트 4 사용의 경우, (좌) 미보정시, (우) 
보정 후

Fig. 11. Result for Color Cross HMD with Nexus 5: Before correction 
(left) and after correction (right)

위의 그림 9, 10, 11에서 보인 것처럼 제안한 왜곡 보정
및 시야각 보정을 적용했을 시에는 휘어짐 왜곡도 제거되

고시야각도모두같게맞추어지는것을볼수가있다. 이
러한보정을적용했을시에계산량또한그리많지않아서

62 fps 오가는 정도의 속도가 나왔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 핀쿠션 왜곡과 시야각 보정을 통해서 모바

일 폰기반으로비디오투과형 증강현실을 사용할때 투명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방법을 논하였다. 향후 연구를
통해서는 사용자 테스트 및 이전 연구들과의 비교가 이루

어질 예정이다[13].  또한 향후 모바일 폰 기반 비디오 투과
형 AR 디스플레이에서 맨손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는 3
차원 카메라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데 이 때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진다. 즉 3차원 카메라와모바일 폰 카메라의보
정이추가로이루어져야한다. 이를통해가상의손과실제
손의정확한정합을이루게된다. 또한배경의깊이를고려
한 양안식렌더링을 통해서보다시각적인식의 향상을이

루는 것도 향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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