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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principle of devices which can magnify images without distorting the images is described. When the

device is put on a smart phones, viewers can see the magnified images. Magnified images can be few 100 times bigger

than the original images. Therefore, viewers can see movie theater size images with the device put on a smart phone.

Two different schemes are explained in the paper and one realization of the device is presented. The device can be used

in many different applicatio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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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금까지 연구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를 광

학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장치는 구체적으로 아래의 4

가지 방법이 있다. 

• 확대경: 사용자가 볼록렌즈를 이미지에 가까이 함

으로 해서 이미지를 확대해서 본다.

• 망원경: 큰 대물렌즈로 멀리 있는 물체의 이미지를

만들고 작은 대안렌즈를 이용해 크게 가까이 보이게

한다.

• 현미경: 작은 물체를 편안한 위치에 크게 확대한다

. 망원경과 구조가 비슷하지만 대안렌즈보다 매우 작은

대상물체가 대물렌즈에 가까이 있는 것이 다르다.

• 슬라이드 프로젝터: 스크린에 작은 슬라이드의 이

미지를 크게 확대해서 투사한다.

본 논문은 위의 방법들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한 이

미지 확대장치에 대한 것이다. 오목거울과 반사형 편광

판을 이용하고 편광을 이용한다.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

다.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화관에서처럼 큰 화면을

볼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휴대폰에 작은 프로

젝터를 장착한 제품도 출시되었지만 이것은 화면 크기

가 매우 커지면 밝기가 매우 어두워진다. 

본 논문에서는 보는 위치는 제한적이고 개인용이지

만 밝기가 어두워지지 않으면서 큰 화면을 볼 수 있는

장치를 제작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한다. 그러나 이 장

치는 스마트폰에 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다른 이미지

에도 적용할 수 있다. 

Fig. 1에서는 이미지가 오목거울의 초점거리에 있을

때 관찰자의 눈에 보이는 허상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이미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에 이미지 장치가 존재한

다면 오목거울에 의해 허상이 생길 것이다[1]. 만약 이

미지가 오목거울의 초점 근처에 존재한다면 허상이 아

주 먼 곳에 형성이 될 것이다. 이미지가 있는 거리를

조절하면 허상이 형성되는 곳을 조절할 수 있다. 

Fig. 1에서처럼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장

치가 눈앞에 존재 한다면 그 장치가 허상이 눈에 보이

는 것을 방해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위의 광학적

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미지 장치가 관찰자가 허

상을 보는데 방해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기술되

어 있다. 허상이 형성되는 원리는 Fig. 2에 다시 한번

표시되어 있다.†E-mail : ysoh@korea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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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오목거울의 구면 수차가 문제될 수 있겠지

만 Fig. 3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좌우 안에 공히 수차가

적용되므로 한 점으로 인식되는데 아무 영향이 없다.

그리고 형성되는 허상 이미지는 전혀 왜곡이 되지

않는다. 원래 이미지의 모든 부분이 같은 비율로 확대

된다. 물론 오목거울의 정확도에 약간의 영향이 있겠지

만 현재의 광학 기술로 만들어진 오목거울의 정확도로

서는 사람의 눈이 감지할 수 없다. 

2. 첫 번째 방법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미지 장치가 관찰자의 눈이

허상을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Fig. 4에 표시되어 있다.

그림의 왼쪽에서부터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여러 개의 백색 LED를 작은 상자에 넣고 아주 작

은 구멍으로 빛이 나오게 하여 점 광원을 구성한다. 그

빛이 상자의 열린 작은 구멍을 지나 퍼져 나온다. 구멍

앞에 흡수형 편광판을 달아 선형편광으로 만들고 그

앞에 1/4 파장(QuarterWave)의 Retarder[2]를 달아 원형

편광을 만든다. 이것이 LCD의 백라이트 역할을 한다. 

2. 그 빛이 LCD 패널을 지나 확산판에서 확산이 된

다. 그렇게 하여 구의 일부분인 확산판 위에서 이미지

가 출발하는 것처럼 빛이 퍼져 나온다. 확산판의 위치

는 오목거울의 초점거리 근처에 위치한다.

3. 반투명으로 코팅된 오목거울을 빛이 반만 통과

하고 반은 반사해 버린다. (오목거울은 투명한 플라스

틱으로 얇게 제작되고 반투명 거울 코팅을 한다.) 통과

한 빛은 1/4 파장의 Retarder(처음 Retarder와 수직하게

위치)에 의해 다시 선형 편광이 되고 반사형 편광판

(Reflective Polarizer)에 의해 반사된다. (반사형 편광판

은 3M회사 같은 데서 제작하고 있고 한쪽 방향의 선

형편광은 반사시키고 그 것과 수직인 선형편광은 통과

시킨다[3].)

4. 그렇게 반사된 빛이 Retarder를 다시 한 번 지나

원형편광이 되고 반투명 오목거울로 가서 다시 반만

반사되고 반은 통과해 나가 버린다. 반사된 빛은 다시

Retarder를 한번 지나면서 선형 편광의 방향이 원래의

Fig. 1. Viewer’s view of image through a concave mirror.

Fig. 2. Virtual image formation principle of a concave

mirror.

Fig. 3. Spherical aberration of a concave mirror.

Fig. 4. First scheme to avoid the obstruction of an imag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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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편광의 방향에서 90도 회전하게 된다. 그러면 반

사형 편광판을 통과하게 된다. 

5. 그렇게 통과한 빛은 관찰자의 두 눈 근처로 모이

면서 관찰자는 확산판의 위치에 따라 아주 크게 확대

가 된 허상을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Fig. 5에 표시되

어 있다. 이렇게 하면 관찰자가 허상을 볼 수 있게 되

고 이미지가 시작되는 장치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6. 마지막에 위치한 LCD에 사용되는 흡수형 편광판

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이다. 반사형 편광판이 한쪽 편

광은 반사하고 또 다른 편광은 통과시키는데 반사시키

는 편광을 100% 반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적은 양의

빛이 통과하게 된다. 첫 번째 역할은 그 통과된 편광을

완전히 흡수하는데 이용된다. 또 다른 역할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변의 빛이 반사형 편광판에 의해 반사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이다. 주변광이 흡수형 편광판을

통해 편광이 되어 흡수형 편광판과 반사형 편광판을

통과한다. 그 후에 1/4 파장의 Retarder를 한번 지나고

오목거울에서 반은 통과하고 반은 다시 반사하게 된다.

그렇게 반사한 빛이 다시 1/4 파장의 Retarder를 지나

면 편광의 방향이 90도 회전하게 되고 반사형 그리고

흡수형 편광판에 의해 막히게 된다. 이렇게 하여 주변

에 물체가 반사형 편광판에 의해 반사되는 것을 막아

준다. 관찰자의 얼굴이 관찰자에게 보이지 않게 된다. 

LCD의 이미지가 점광원에 의해 확산판에 투사되는

데 확산판에 형성되는 이미지는 Fig. 6처럼 약간 왜곡

(Barrel Distortion)이 된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LCD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역으로 왜곡시키면 바로 된 이미지

를 볼 수 있다. 

빛이 LCD패널을 지나 확산판까지 갈 동안의 빛의

회절을 염려할 수 있겠으나 LCD패널과 확산판의 거리

가 매우 가까워서 무시할 수 있다.

이 장치로 관찰자가 볼 수 있는 시야각을 상하좌우

84도까지 구현할 수 있다.

3. 두 번째 방법

이미지 장치가 관찰자의 눈이 허상을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Fig. 7에 설명이 되어

있다.

이 방법은 스마트폰과 같은 LCD나 OLED 위에 흡

수형 편광판과 1/4 파장 Retarder를 부착한 후 

Fig. 7과 같이 한 면은 평면이고 다른 면은 볼록인

볼록렌즈를 얹으면 Fig. 7에서처럼 LCD나 OLED의

이미지가 마치 점선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형성이 된다.

점선에서 출발한 이미지는 앞 절에서 설명한 장치(1/

4 파장 Retarder, 반사형 편광판이 부착된 유리판)를 지

나 관찰자의 눈에 이미지가 도달하게 되며 확대된 허

상을 관찰자가 보게 된다.

Fig. 7에 있는 볼록렌즈의 한쪽 면 곡률반경과 이미

지의 반경 사이에는 Fig. 8에서 보이는 것 같은 관계가

있다. 볼록렌즈의 한쪽은 평면이고 다른 한쪽은 곡률반

경이 R 이다. 이런 볼록렌즈를 LCD나 OLED 위에 놓

Fig. 5. Virtual image formation principle of the first

scheme.

Fig. 6. Barrel distortion.

Fig. 7. Second scheme to avoid the obstruction of an

imag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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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곡률반경이

인 구면의 일부에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 x0, d, d'은

Fig. 8에 정의되어 있다.

볼록렌즈가 LCD나 OLED 위에 Fig. 9처럼 놓여 있

을 때 그 렌즈에 의해 이미지 포인트가, 즉 빛이 시작

하여 발산하는 점은 LCD나 OLED 위에서 Fig. 9의 점

선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 점들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n은 렌즈의 굴절률이고 d, d', R은 Fig. 10에 표시되

어 있다. 이 점들이 형성하는 면은 구면과 거의 근사하

다. 그 점 들 중에 점 1,2,3을 선택해서 그 점들을 지나

는 구면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미지 포인트들이 이루는

구면의 곡률반경을 구할 수 있다.

이 구를 절단하는 곡선과 실제의 이동한 이미지 포

인트를 비교하면 Fig. 11과 같고 그 차이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적다. 

이렇게 하여 생긴 원호는 품는 각도가 Fig. 12에서

보는 것처럼 2θ 이다. 이 각도는 허상의 이미지가 생길

R′ = 
x0
2

d d ′–( )
2

+

2 d d ′–( )
----------------------------

1

d′
----

n

d
---

1 n–

R
---------+=

Fig. 8. Calculation of the radius of curvature of the lens

that is to put on the LCD or OLED display.

Fig. 9. Image formation by a convex lens on a LCD or

OLED panel. 

Fig. 10. Calculation of image formed by convex lens on

a LCD or OLED panel.

Fig. 11. Comparison between real image formation plane

and the calculated sphere surface.

Fig. 12. Angle sustained by the new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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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관찰자에게 보이는 시야각과 같다. 이 각도가 넓을

수록 시야각이 넓어진다. 이 각도는 주어진 LCD나

OLED의 길이에 대해 R의 함수로 나타나며 다음의 식

으로 표시된다.

R이 매우 클 때는 θ가 매우 작고 R이 적어지면서 θ

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특정한 R값에서 최대가 되고

R이 더 작아지면서 θ가 더 작아진다. 렌즈의 굴절률 n

에 따라 최대값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n이 1.48일

때 최대각도는 25.7도 이고 굴절률이 1.9일 때는 40.5

도이다. 

이렇게 형성된 이미지 포인트들은 반사형 편광판을

거울로 삼아 그 거울에 대칭되는 곳에 이미지가 형성

이 된다. 그 이미지가 오목거울의 초점 근처에 있게 되

면 큰 허상을 관찰자가 보게 할 수 있다.

허상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것은 앞 절에서 설명

한 것과 동일하다. 앞 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LCD

나 OLED에 보이는 이미지가 실제로 허상으로 보일

때는 약간 왜곡(Barrel Distortion)이 된다. 그 왜곡을

감안해서 원래의 LCD 이미지를 역으로 왜곡시키면 보

이는 이미지는 바로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렌즈에

의해 생기는 색 수차에 의해 생기는 이미지도 역으로

보정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방법은 Backlight를 새롭게 만들어

야 하지만 이 절의 방법은 따로 Backlight를 만들 필요

가 없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보이는 각도가 작아진다

는 것이 다르지만 또 다른 렌즈를 LCD위에 씌우면 이

미지가 보이는 각도를 더 확대시킬 수가 있다. 렌즈를

하나 더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되어 있다. 

오목거울을 반투명으로 함으로써 밝기가 1/4로 줄어

드는 것은 반사형 원형편광 편광판[4]을 사용하면 밝기

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

다. LCD나 OLED 위에 부착된 흡수형 편광판과 1/4

파장 Retarder를 지나면 원평편광이 된다. 오목거울 안

쪽에 반투명 거울 코팅 대신에 반사형 원형편광 편광

판을 부착하면 한 쪽 방향으로 도는 원형편광을 통과

시키게 된다. 통과된 원형편광이 다른 1/4 파장

Retarder를 지나면 선형편광이 되어 반사하고 다시 1/4

파장 Retarder를 지나면서 원형편광이 되는데 그 회전

방향이 원래 원형편광과 반대가 되게 된다. 이 원형편

광은 오목거울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반사형 원형편광

편광판에 의해 반사되게 된다. 그렇게 반사된 원형편광

은 다시 1/4 파장 Retarder를 지나 선형편광이 되는데

원래의 선형편광과 수직인 빛이 되어 반사형 편광판을

지나가게 된다. 이렇게 하여 반투명 거울코팅에 의해

빛의 세기가 1/4로 줄어드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렌즈를 Fig. 13과 같이 하나 더 올리면 시야각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Fig. 13에서 보는 것처럼 두 번째 렌즈는 한쪽 면은

오목이고 다른 한쪽 면은 볼록이다. 오목면의 곡률반경

은 Fig. 12에서 R이 곡률반경이고 (0, −y')에 중심을

둔 구면보다 조금 더 크고 첫 번째 렌즈의 볼록면과

접촉하는 구면의 곡률반경과 같다. Fig. 14에서 3번

구면이다.

렌즈의 이 오목 면은(Fig. 15에서 1번 곡면)  이미지

포인트(Fig. 15에서 2번 곡면)가 곡률반경이 R'보다 조

금 작고 (0, −y')에 중심을 둔 구면(Fig. 15에서 3번 곡

면)에 위치하게 한다. Fig. 14에서 4번 구면에 해당한

다.그 후에 볼록면(Fig. 16에서 5번 구면)은 앞에서

x0 2R d–( )d=

R′
x0
2

d d ′–( )
2

+

2 d d ′–( )
----------------------------–=

θtan
x0

R′ d d′–( )–
------------------------=

Fig. 13. Second scheme with two lenses on the LCD or

OLED display.

Fig. 14. Configuration of two lenses on the LCD or

OLED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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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지 포인트의 면을 더 많

이 휘게 하여 점선으로 표시된 곳에 위치하게 된다

(Fig. 16에서 6번 구면). 이것은 아래 그림에 표시되어

있고 그 점들을 구하는 식은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

지로 다음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최대의 시야각을 갖게 하는 곡률반경을 찾으면 아래

와 같은 시야각을 갖게 할 수 있다. 렌즈의 굴절률이

1.48일 때는 시야각이 상하좌우 40.3도이고 굴절률이

1.9일 때는 63.1도가 된다. 

첫 번째 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성된 이미

지 포인트들은 반사형 편광판을 거울로 삼아 그 거울

에 대칭되는 곳에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 그 이미지가

오목거울의 초점 근처에 있게 되면 큰 허상을 관찰자

가 보게 할 수 있다. 렌즈를 더 추가하면 시야각을 더

넓힐 수 있다. 

4. 장치 제작

다음의 사진은 전시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투명 반구

를 사용해 본 논문에서 설명한 내용을 실제로 제작해

본 것이다.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에서 공히 사

용되는 오목거울과 여러 광학 필름(흡수형 편광판, 1/4

파장 리타더, 그리고 반사형 편광판) 들은 위의 본문에

서 설명한 대로 사용하였다.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제작이 되었다.

1. OLED 스마트폰 위에 편광판과 1/4 파장의 리타

더를 올려놓는다. 

2. 투명반구에 반투명 거울코팅을 한다.

3. 투명반구 안에 놓을 유리판을 준비한다.

4. 유리판 위에 반사형 편광판을 놓고 그 앞에 1/4의

파장의 리타더를 스마트폰의 위에 있는 것과 수직되게

놓는다.

5. 그리고 유리판 뒤에 편광판을 스마트폰의 위에 있

는 것과 수직되게 놓는다. 

Fig. 17(a), (b)는 이렇게 제작된 장치의 실물을 위와

옆에서 찍은 사진이다.

Fig. 18은 스마트폰 위의 이미지이고 Fig. 19는 그것

이 확대된 이미지를 촬영한 사진이다. 

1

d′
----

n

d
---

1 n–

R
---------+=

Fig. 15. Geometry of two lenses on the LCD or OLED

display.

Fig. 16. Calculation of two lenses on the LCD or OLED

display.

Fig. 17. (a) Picture taken from a side of the device

realized, (b) Picture taken from the top of the

devic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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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스마트폰의 이미지를 아주

크게 확대해서 한 사람의 관찰자가 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다. 스마트폰의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고 다

른 종류의 이미지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미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오목거울과 그리고 반사형

편광판과 위상지연판 등의 광학필름을 이용해 이미지

를 확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이 논문에서 제시하였

고 실제로 제작하여 보았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아주 간단한 장치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영화관의 화면

같은 것을 관찰자가 볼 수 있다면 아주 유용할 것이다.

이 장치의 사용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참고문헌

1. Eugene Hecht, OPTICS (Addison Wesley, 4th ed., US,

2002), Chapter 5.

2. Eugene Hecht, OPTICS (Addison Wesley, 4th ed., US,

2002), Chapter 8.

3. http://solutions.3m.com/wps/portal/3M/en_US/NA_

Optical/Systems/Technology/DisplayFilms/

4. http://www.google.com/patents/US7095466

접수일: 2015년 9월 21일, 심사일: 2015년 10월 15일,

2차심사일: 2015년 11월 12일,게재확정일: 2015년 11월 30일

Fig. 18. An image on an OLED smart phone. Fig. 19. Magnified 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