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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d up display’s cooling system is auto-diagnosed resulting from the external environment. The quantity of heat

depending on this Head up display’s cooling system layout determines the speed of FAN for system cooling. In other

words, a system’s heat quantity is planned through the air density depending on altitude, the amount of wind in air

depending on FAN control condition, and the algorithm that is proportional to delta temperature. To detect the altitude,

we use the criteria of delta T, which is determined by the subtracted value of LED junction temperature, and atmospheric

temperature that is recorded on the Head up display system. Depending on the classification of delta T value, the altitude

section is determined. While we can use GPS as the tool to detect the altitude, we should predict the change of the air

density as the altitude alters, and should not just measure the altitude. And the value of delta T is used as the criterion

of detecting the altitude for increasing the cooling efficiency of the car’s inner Head up display system with reflecting

the speed of the FAN dependent upon the air density. In our theory, altitude is depending on the value of delta T and

stabilizing or maintaining the system’s temperature by changing FAN’s rpm depending on determined value of al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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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 발전은 인간의 삶에 많은

안락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증강현실 기술은 인간

생활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1]. 가상현실

은 현실과 유사한 영상과 음향을 컴퓨터상에 구현하여

현실을 대체하는 측면이라면, 증강현실은 현실에 필요

한 추가적인 정보를 현실 공간 속에 맵핑시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분야에서 구현되고

제품화 되고 있다[2]. 

특히 증강현실 기술의 활용은 Head up display(HUD)

분야에 가장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인간

의 생활을 시간대별로 휴식공간과 사무공간 그리고 이

동공간으로 구분할 때, 현실에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

한다[3]. 특히 추가적인 정보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이동공간인 차량 속에서의 현실 기술은 HUD에 가장

적합하게 융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HUD는 차량

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네비게이션, 차량 주행 정보등

을 제공함에 있어서 운전자에게 안전과 편의라는 측면

모두를 만족시킨다[3-4].

HUD는 운전 중에 운전자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차

량 주행정보와 주변상황 정보를 효과적으로 운전자에

게 전달한다. 즉 HUD 란 차량이나 항공기의 주행 중

운전자 정면 즉 운전자의 주시야 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차량주행정보나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

템이다[5].

HUD는 초창기 항공기 특히 전투기에 장착되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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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기술 원리가 차량에 부합되어

개발하게 된 것이 차량용 HUD 이다. 일반적으로 시속

100 m/h 운전 중에 운전자의 시야를 계기판에 두었다가

다시 도로로 시야를 변경시키는 시간에 차량은 55 m를

움직인다. 이러한 짧은 시간 동안에도 차량은 55 m나

움직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시야를 차량 계기판에 이동

하였다가 다시 운전 경로로 복귀하는 시간 동안에 많

은 위험 요소들이 안전을 위협한다.

또한 사람의 눈은 가까운 거리의 사물을 인식 후에

다시 먼 거리의 사물을 인식하는 데는 상당한 적응 시

간이 소요된다. 반대로 먼 거리의 사물을 인식 후, 바

로 가까운 거리의 사물을 인식 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된다. 즉 사람의 눈은 갑작스런 초점 거리의 차

이를 인식하는데 익숙하지 못하기에 고속으로 차량을

주행할 때 이 변화는 사람의 안전에 매우 치명적인 위

험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운전자는 차량의 주행정보 및

네비게이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단계를 차량 주행

중에 포함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차량 운전 중에 주행거리에서 운전자의 시선을

변경하지 않고도 중요한 주행 정보와 추가 정보를 인

지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기술이 HUD 이다[6].

Fig. 1 ⓐ 에서 운전자의 eye box(사람의 좌우 눈 사

이의 평균치 & 사람 별 눈의 수직 편차 거리)에서 가

상영상까지의 거리는 운전자의 주 시야 범위 내에 포

함되어야 하며 운전 시야에 직접적으로 투영되지 않도

록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 거리와 각도를 결

정하는 것이 HUD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투영

된 가상영상의 밝기가 어두울 때는 운전자가 영상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밝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Fig. 2 의 Light source에서 그 밝기를 구성하는 요소는

광원, HUD를 구성하는 렌즈는Fig. 2에서 보듯이 투과

율과 반사율에 의해 결정된다[3-5].

위 그림과 같이 HUD를 구성하는 광원으로는 밝기

및 구조 그리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것은 LED 이다. 그러나 LED 특

성은 사용온도에 따라 발광 효율의 편차가 상당히 크

다는 단점을 지닌다[3]. 즉 온도가 상승할수록 밝기 감

소 및 LED 열화, 그리고 효율감소라는 문제점은 직접

적으로 HUD의 밝기를 감소시키며, 이것은 운전자의

안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4]. 이러한 온도에 따

른 LED 밝기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가상영상의 밝기를 유지 및 효율 향상 시

키는 냉각시스템에 대해 기재하였다.

2. 차량의 환경 조건

차량의 환경 조건 측면을 분석할 때 직사광선에 노

출되는 부분과 노출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뉘며, 다음으

로는 엔진의 온도 영향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은 부분

으로 나뉜다. 특히 직사광선의 영향이 온도 상승 측면

에서 중요한 이유는 자동차의 사용 특성 때문이다. 고

온 지역과 높은 고도 지역, 그리고 한여름 한낮에 수시

간 동안 밀폐된 차량 내부의 온도라는 환경은 HUD 의

광원 밝기 효율에 치명적으로 밝기 감소라는 결과를

만든다. 

즉 HUD는 고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광원

으로 사용되는 LED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반드시 HUD에는 냉각시스템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Table 1은 차량의 온도 환경 기준의 일례

를 나타내었고, 알 수 있듯이 온도 상승의 범위는

110oC을 초과한다. 일반적으로 차량에 가해지는 태양

광과 열 충격은 90oC 이상이며, 이러한 극심한 조건

의 열 충격은 HUD의 동작 여부와 관계없이 HUD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7]. 광원이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

고 또한 LED의 밝기 효율을 최대화하여 최종적으로

HUD의 밝기 감소를 억제하기 위하여 냉각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Fig. 1. Head up Display. Fig. 2. Structure of H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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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UD 냉각 시스템

냉각 시스템은 LED에서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분산

시키는 Metal PCB와 Heat sink부분으로 구성된 내부

냉각 시스템과 광원부분에 집중되는 열을 전체 시스템

혹은 외부로 열을 방출시키는 부분으로 구성된 외부

냉각 시스템으로 구분시킨다. 내부 냉각 시스템은

Metal PCB와 Heat sink에 의해 냉각 효율이 결정되며,

LED에서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외부로 전달하는 역할

을 하는 Metal PCB는 Fig. 4에서 보듯 적층 구조에 따

라 열 전달 효율이 결정된다[6]. 외부 냉각 시스템에

사용되는 FAN은 풍량, 풍압, 소음 측면을 고려하여

Axial FAN을 선택한다. FAN은 바람의 방향, 즉 방출

방식과 흡입방식으로 구별되고 소음과 냉각 효율 측면

을 고려하며 선택한다. 또한 HUD의 전체 시스템 구조

에 따라 냉각시스템을 최적화시킨다.

HUD에서 냉각 시스템은 LED의 밝기에 저하에 영

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Red, Green, Blue, 혹은

White LED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LED의 밝기를 측

정할 때 기준이 되는 LED 접합 온도와 신뢰성온도 차

이에 따라 최대 20%의 밝기가 감소한다[7]. 즉 근본적

인 LED 특성으로 인하여 사용 온도 냉각 조건에 따라

LED 밝기 차이가 발생한다[8]. 또한 사용 온도 조건에

따라서 LED의 수명에 영향을 준다. Red LED의 수명

은 LED 접합 온도가 90도 이하에서 사용할 때, Green

LED의 수명은 LED 접합 온도가 115도 이하에서 사용

할 때, Blue LED의 수명은 LED 접합 온도가 135도

이하에서 사용할 때 평균 측정 수명의 시간을 유지할

수 있다[9-10]. 

이러한 밝기 저하는 HUD에 필요한 최대 밝기

11000 nit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HUD의

밝기는 LED의 효율과 냉각 시스템에 따라 결정되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HUD 냉각 시스템의 동작 순서에

대하여 논한다.

4. HUD 냉각 시스템의 동작 순서

HUD의 광원으로 LED를 사용할 때, White LED를

쓰거나 RGB 각각의 LED를 쓸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는 RGB LED를 사용하였다. Main micro 컨트롤러에

입력되는 HUD 외부 발광 센서값에 따라서 LED 드라

이버를 통하여 RGB LED의 밝기를 변경시킨다. LED

의 밝기가 증가할 수록 LED의 접합 온도는 상승하고

이 값은 Main micro 컨트롤러를 통하여 검출한다. 또

한 외부의 대기 온도 및 HUD 시스템 내부의 대류 온

도에 따라서 FAN의 rpm을 증가시켜 HUD의 온도를

냉각시킨다. 반대로 LED 온도 및 대기온도가 상승하

여 LED 및 HUD 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온도가

되면 Fig. 5와 같이 FAN의 rpm을 증가시키거나 LED

의 밝기를 감소시켜 안정화시킨다.

HUD의 내부 온도와 LED 접합 온도에 따라서 Fig.

6과 같이 Operating-1, Operating-2, Warning, shut down

Table 1. Environment Condition of Vehicle

Location
Leaving MAX 

Temp

Operating MAX

Temp

Leaving MIN

Temp

Operating MIN

Temp

Inside Parts

get direct

sunlight

5cm from

hitting surface
95oC 85oC

-40oC -30oC
Etc. 85oC 75oC

Do not get sunlight 115oC 105oC

Fig. 4. Light Source (LED) Unit. Fig. 5. HUD Coo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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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온도 구간을 구분한다. 또한 공기가 희박한 높은 고

도 지역에서는 공기의 밀도가 작으므로 풍량이 낮기

때문에 같은 rpm의 속도로 FAN을 동작시켜도 낮은

고도 지역보다 냉각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높은 고도 지역에서는 HUD시스템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FAN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

다. HUD의 사용 고도에 따라 Altitude-1, Altitude-2로

다시 구분한다. 공기 밀도에 따라서 FAN의 속도를 증

가시켜야 되므로 정확한 고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렇기에 고도 판별 오차가 발생하였을 때

HUD의 냉각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해야 된다.

다음의 온도 구간 Operating-1, Operating-2, Warn-

ing, Shut down는 HUD 내부의 대류 온도를 기준으로

구별하였고, 구간 구별을 위한 온도는 HUD 회로부품

및 LED 접합 온도와 연동된다. 온도의 상승에 따라

FAN의 rpm을 상승시켜 HUD의 온도 상승을 지연 및

유지토록 한다.

HUD 시스템에 흡입되는 공기의 온도가 올라 갈수록

온도 구간은 Operating-1, Operating-2, Warning, Shut

down로 변경되며, 경고구간은 FAN속도를 증가시켜

시스템 온도를 떨어뜨리고 더불어 밝기를 감소시켜 온

도 상승을 억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상승하

여 Shut-down 구간에 이르면 경고를 알리고 시스템을

정지시킨다. 또한 고도가 증가할 수록 FAN의 rpm도

상승시킨다. 즉 온도와 고도 그리고 FAN의 rpm 특성

은 비례함을 알 수 있다.

5. Delta 값에 따른 고도 구간 판별

고도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Fig. 7과 같이 delta T값

을 설정하며, 이것은 LED 접합 온도에서 HUD 시스템

에 입력되는 공기의 온도 차 값에 의해 정한다. delta

T 값의 구분에 따라 고도 구간을 결정한다. 한편 고도

를 판별하는 방법으로는 GPS를 이용할 수 도 있으나,

단순히 고도를 측정하는 단계가 아닌 고도에 따라 공

기 밀도의 변화를 예측한다. 그리고 공기 밀도에 따른

FAN 속도를 반영시켜 자동차 내부의 HUD 시스템의

냉각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delta T값을 고도

판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즉, delta T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delta T = LED 접합 온도 - HUD 시스템에

입력되는 대기 온도 (1)

이때 LED 접합 온도는 Red, Green, Blue의 접합 온

도 중에 온도 변화 폭이 안정화 되어 있는 값을 사용한

다. delta T 값에 의해 고도를 정하고, 이때 정해진 고

도 구간에 따라서 FAN의 rpm을 상승 또는 감소시켜

시스템의 온도를 안정, 유지시킨다. 이러한 냉각 시스

템을 통하여 HUD의 밝기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Fig. 8

과 같은 차량을 운전하는 사용자 에게 보다 효율성 높

은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결 론

HUD의 특성으로 인하여 밝기를 유지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우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HUD

의 냉각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이를 위

하여 온도 구간과 고도 구간이라는 인자를 반영하였고,

설계된 인자에 의하여 LED 밝기를 유지 혹은 가변 시

키는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또한 외부 환경에

기인하여 HUD 냉각은 자동진단 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HUD의 냉각 시스템 설계에 따른 열량은

시스템 냉각을 위한 FAN 속도를 결정한다. 즉 시스템

열량은 고도에 따른 공기의 밀도와 FAN 제어조건에

따른 공기의 풍량값 그리고 delta 온도에 비례하는 알

고리즘에 의해 설계되었다.

Fig. 6. Temperature & Altitude Range.

Fig. 7. Temperature and Al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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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oling System Sequence Ch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