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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증강현실 헤드 업 디스플레이에서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영상 왜곡 정도를 계산하고  

역으로 보정하여 관측자에게 정상적인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 및 실험으로 검증하였다.  

 

 

Ⅰ. 서 론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은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의 물체나 정보로 실제 환경을 보완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다. 최근 자동차 제조사들은 차내 

주행 디스플레이의 차세대 시각화 기술로 증강현실을 

지목해 왔으며, 차량 내 AR 헤드업 디스플레이(Head-

Up Display, HUD)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1][2] 

AR HUD 광학 시스템은 차량의 윈드스크린 앞에 HOE 

(Holographic Optical Element)를 부착 혹은 배치하여 

AR 정보를 원거리에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이다.[3] 이를 

통해 AR 영상 정보와 실재 환경 사이의 이질감을 

덜어주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HOE 의 

활용은 AR 영상 정보가 왜곡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AR HUD 광학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미지 왜곡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Ⅱ. 본론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왜곡 이미지 보정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 된다. 그림[1](a)은 AR HUD 

광학시스템을 간략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Screen 평면과 

HOE 평면은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관측자는 가상의 

Wall 평면에 투영된 Screen 의 영상을 관측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screen 의 영상은 왜곡이 되어 관측자에게 

보여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Screen 평면의 임의의 점 

(α ,β )가 Wall 평면의 (rx, ry)로 이미징 되는 과정을 

계산하여 이미지가 왜곡 정도를 9 개의 파라미터들로 

수식화 하였다. 계산된 9 개의 파라미터로 영상을 역으로 

보정하면 정상적인 영상을 관측할 수 있다. 그림[1](b)은 

특정 한 지점에서 격자 무늬를 screen 평면에 

디스플레이했을 때 관측한 결과이다. 격자가 왜곡이 되어 

회전이 되거나 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c)는 앞서 언급한 9 개의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역으로 보정한 이미지를 그림[1](b)와 동일한 지점에서 

관측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1](b)에서와 같이 

휘거나 회전되지 않고 정상적인 영상이 관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a) AR HUD 시스템 개념도 (b) 왜곡된 이미지 

관측 (c) 보정된 이미지 관측 

 

 한 지점에서의 왜곡 이미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관측하는 지점의 위치는 

관측자의 체형별, 상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점이 아니다. 따라서 관측자의 위치가 유동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에 따라 왜곡의 정도도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관측자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왜곡 

정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최초에 9 개의 기준 지점을 참조로, 

곡선 적합(Curve Fitting) 기법을 사용하여 임의의 

위치에서의 왜곡 정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Ⅲ. 결론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AR HUD 에서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영상 왜곡 정도를 

계산하고 역으로 보정하여 관측자에게 정상적인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시뮬레이션 및 실험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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