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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per presents some potential new uses for Head-Up Displays (HUDs) in vehicular applications, where the
information conveyed to the driver goes well beyond the content of today’s production HUDs. Such information potentially
related to the use of cellular telephones, navigation systems, vehicle to roadside communications systems, and many others.
Improvements in flat panel display technologies are enabling the presentation of larger, more reconfigurable, more
daylight-viewable HUD images. In addition, A Formal test and evaluation is proposed to ensure that new information
displays support the driver tasks. The above developments suggest increased future opportunities for HUDs to present
useful information in an as-needed, eyes-on-the-road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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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통사고의 원인은 차량 또는 도로 등 인프라의 결

함으로 인한 것과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갈수록 줄

고 있으나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판단 착오로 인한 사

고가 증대되고 있다[1]. 이러한 현상은 대도시 교통의

복잡화, 노령 인구의 증가, 운전자의 경각심 부족 등

여러 원인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 같은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안전 지능

형 차량(ASV)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3]. 고안전 지능형 차량의 기능적 개발과 함께 선행

되어야 할 중요한 기반 기술의 하나는 운전자 시야확

보 시스템이다. 왜냐하면, 안전 운전을 위한 운전자의

판단은 거의 대부분이 시각 정보에 의존하여 이루어지

기 때문이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 국외 자동차 업계에

서 다양한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이루고 있는 것이 차

세대 자동차 정보 표시장치인 Head Up Display(이하

HUD) 장치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자동차 HUD 장치에 대한 일반 기

능 측면에서 성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4,5]. 그러나, 자동차 HUD 장치는 표시장치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제한된 기능

을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는 Human Machine Interface

관점의 연구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승용차에 적용할 수

있는 LCD 기반의 자동차 HUD 장치를 개발하여 실차

차량에 장착하여 평가하였다. 특히, 국산화된 자동차

HUD 장치를 이용하여 가상화면의 최적 위치와 연령

에 따른 인식시간과의 상관관를 정량화하였다. 또한,

운전자 연령에 따른 인식시간 특성을 평가하여 자동차
†E-mail : bywokim@ul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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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 상용화를 위한 기반 기술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2. 자동차  HUD 설계 및 특성

자동차 HUD 광학계는 여러 형태의 구면 또는 비구

면 렌즈와 미러 및 홀로그램 광학소자로 구성된다. 광

학 설계의 기초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광축 대칭 시

스템 또는 광축 비대칭 시스템 중에서 어느 시스템으

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설계의 첫 단

계로서 시스템의 전체적인 크기와 관련된 주요 요소들

에 대하여 사이즈 계산이 필요하다. 자동차 HUD의 대

표적인 광학계는 아래 그림 1과 같기 때문에 이를 기

준으로 다양한 광학 설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먼저, 외부 공간상에 영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면

컴바이너 3과 영상 소스 2의 화면으로부터 영상을 정

렬시키는 렌즈 1로 구성된 동축 대칭의 광학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여기에서 소자 4는 대물렌즈에서 나오는

빛의 크기를 제한하기 때문에 임의의 구경을 갖는다.

또한, 소자 4는 운전자의 눈 5로 하여금 시계 6을 제한

하는 조리개 기능을 부여한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대

부분 사람들의 눈 간격은 54 mm 에서 76 mm로 구성

되어 있다. 이 값은 대물렌즈의 직경이 80 mm 보다 작

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물렌즈의 직경이

원인 경우에 있어서 한계 시계의 모양은 반경 a를 갖

는 중첩된 2개의 원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중첩된 두

원의 중심간 간격을 2b로 표시된다. 

a, b 의 변수는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a = 2 arctan (D/2L)    (1)

2b = 2 arctan (B/2L) (2)

여기서, D 는 대물렌즈의 유효직경이다. 

B는 두 눈의 간격이며 일반적으로는 66 mm이다. 

가로방향의 일반적인 값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2g = 2a + 2b (3)

가로방향의 값은 인체의 변수인 B와 관계가 없고 또

한 b는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D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시스템의 전체 시야 각은 영상 소스 2의 크기와,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 f에 의하여 결정된다. 영상 소스로 가

장 폭넓게 사용되는 LCD의 유효 화면의 치수는 다음

과 같다. 

v / h / d = 3 / 4 / 5

V; 수직길이, H; 수평길이, D; 대각선 길이 (4)

시스템 전체 시야각 7의 각각의 크기는 영상원의 크

기로부터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대물렌즈의

초점 면은 영상소스의 화면이라고 가정한다. 

2 Wv = 2 arctan (v/2/f) (5)

2 Wh = 2 arctan (h/2/f) (6)

2 Wd = 2 arctan (d/2/f) (7)

길이 L은 운자자의 눈과 컴바이너 중심까지의 거리

로서 일반적으로 800에서 1,000mm 범위이다. 따라서,

한계시야는 통상적으로 전체 시야 7보다 작다. 수직방향

의 한계시야가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은 문제가 있다.

여기서, a(한계시야의 수직방향 거리)와 Wv(전체 시

야의 수직방향 거리)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우

리가 기대하는 한계시야와 전체시야가 일치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2 a = 2 wv 

2 arctg (D/2L) = 2 arctg (v/2f) 

D/2L = v/2f 

Df = vL이 되며, N = D/f 로서 렌즈의 상대적인 구경

비율이다.

N 그리고 D를 통해서 f를 표현하면 다음 식이 된다.

D (D/N) = vL 

D = (vNL)0,5 (8)

한계 시야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식 (1)에 나머

지 식들을 대입하면 영상 원의 크기 v와 거리 L로부터

실제 시스템에서의 한계시야 값을 얻을 수 있으며 식

(9)로 부터 광학계의 다른 치수들을 구할 수 있다. 

2a = 2arctg  [(vNL)0,5 / 2L] 

2a = 2arctg  [0.5 (vN/L)0,5] (9)

식 (1)과 (9)를 비교하여 아래의 식을 얻을 수 있다. 

Fig. 1. Structure of HUD opt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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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L = 0.5 sqrt (vN/L) 

또한 대물렌즈의 직경 D와 초점 거리 f의 관계를 얻

을 수 있다.

D= (vNL)0,5 (10)

f = D/N = (vL/N)0,5 (11)

N 값을 크게 할수록, 대물렌즈로부터 타당한 영상품

질을 얻기 위하여 설계나 제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대량생산을 전제로 한 광학계의

설계 및 제조에 관한 현재의 기술로서 비용대비 품질

수준이 적정한 수준이어야 하며, 통상 N은 1 보다 같

거나 작아야 한다. 

위의 공식 (9), (10), (11)에 N = 1, 영상소스의 크기

v와 길이 L을 대입하여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 식

(12), (13)을 얻을 수 있다. 

2a = 2 arctg [0.5(v/L)0,5] (12)

D = f = (vL)0,5 (13)

상기 식 (1)에서 (13)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그림 2와

같은 광학계를 설계하였는데, 2는 주 광학계,  3은

Mirror, 4 Cover, 5 Windshield, 6 투영영상, 7운전자

시선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표 1은 그림 1에 제

시된 광학계의 세부적인 사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은 표 1의 광학계 제원을 기반으로 자동차

HUD 광학계의 수차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HUD 광

학계의 왜곡 정도는 -0.3%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0.4%에 비하여 양호한 결과라

할 수 있다[6]. 이 같은 현상은 표 1에 제시된 대표적

광학계 구성 요소 특히, 초점거리를 최적화시킨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자동차 HUD 광학계 설계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

나가 Combiner라 할 수 있다. Combiner의 설계에서

투영할 영상이 다색 Color인 경우에는 Hologram 방식

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층막 코팅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코팅 설계의 모델을 아래 그림

4와 같이 실시하였다. 

Fig. 2. Design diagram of HUD optic system.

Fig. 3. Aberration characteristics of HUD optic system.

Fig. 4. Design model for HUD combiner.

Table 1. Spec. of HUD optic system

초점거리 F'=76.7 mm 영상Source
크기 

11.4 mm

대물렌즈 구경 110 mm 투영 영상 크기 200 mm

F-no 0.7 배율 17.5

Back 초점거리 4.4 mm 파장 486~656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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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서 투과율 특성은 중앙의 530nm 전후의 녹

색 파장에 대하여 최대의 반사효율을 가지며 전 영역

에 대한 종합 반사효율은 약 44%의 특성을 갖는다. 본

HUD Combiner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 광학계에 대한

투과율은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3. HUD 평가 및 고찰

자동차 HUD 광학계에 대한 설계 및 기능 평가를 기

반으로 이를 실제 자동차에 적용하고자 차량 레벨의 적

용 방안을 고려하였다. 먼저, 최종 선정된 승용 차량의

2/3D 도면으로부터 위의 설계요소를 고려한 설치공간을

검토하였다. 아래 그림 6 에서 알 수 있듯이 차량 자체

의 구조적인 사항이나 안전에 관한 부분에 관련하여 개

조가 절대로 불가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대

시 보드 안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광학계를 고려하였다.

그림 7은 설계 제작된 자동차용 HUD를 차량 공간

장착성을 고려하여 적용한 사진이다. 

적용 대상 차량인 NF 소나타의 대시 보드 상단부에

HUD 개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일부 차량을 개조하

였다. 실제 HUD가 장착된 부분은 그림 7의 사각 표시

부분으로서 조립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시한

것이다.

그림 8은 실제 자동차에 적용된 HUD 장치의 기본

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정된 속도 문자 정보의

인식에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대상 연령 층

을 20대, 40대, 60대, 70대로 하였는데, 그림 8은 대표

적인 20대와 60대의 평가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근거

리에서 노령 층의 인식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노안과

인식 판단능력 저하에 기인하는 현상이라 사료된다. 

Fig. 5. Transmissivity  of  HUD optic system.

Fig. 6. Attachments design of automotive HUD system.

Fig. 7. Real attachments of automotive HUD system.

Fig. 8. Reading time differences due to display method.

Table 2. Transmissivity  of  HUD optic system

순 번 요 소 투과율

1 Lens 계통 0.86

2 z축 Mirror 0.90

3 Cover 0.97

4 Combiner 0.44

계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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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동일 정보에 대하여 기존 LCD와 HUD를

비교 평가한 결과이다. 자동차 HUD 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0.2초가 소요되는 반면에 기존 LCD 표시장치는

0.4초로서 HUD 인식시간이 1/2로 축소됨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HUD 장치의 근본적 취지인 주행 중 시선

과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술에 기인하는 것이다. 

다음은 자동차 HUD 가상 화면의 최적 투영 위치를

검증하기 위하여 0.5 m에서 3.0 m까지 가변하면서 속

도정보 인식 시간을 조사하였다. 20대와 60대 공히 가

상 화면이 2.0 m일 때, 인식시간이 가장 단축됨을 알

수 있었다. 가상화면이 2.0 m를 기준으로 단축되거나

연장되 게 되면 인식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가상화면 거리 2.0 m를 기준으로 단축되

게 되면 운전자 눈과 문자정보와의 시야각 미확보 때

문에 발생되고 연장되게 되면 문자가 상대적으로 축소

되어 시인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 시야와 가상화면 거리를 2.0 m

로설정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차량용 HUD 장치에 대한 설계 및 이를 이용한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HUD 장치

를 구성하고 있는 광학계, LCD 및 제어부, 조명부,

HUD 제어부에서 특히, 광학부 설계 및 이의 성능 평

가 관점에서 주안점을 두었다. 자동차 HUD 광학부 설

계에 필요한 설계 이론을 유도하였는바, 향후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 판단된다. 

HUD 광학부의 왜곡도는 -0.3%, 반사효율은 약 44%

로서 기존 제품에 비하여 30%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차량용 HUD 광학 모듈을 차량에 장착

하고 운전자의 HMI 성능을 평가하여 가상 정보 표시

점이 2.0 m가가장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명부에서 발생되는 열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실차 조건에서 신뢰성을 갖는

HUD 설계인자 보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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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ading time differences due to 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