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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헤드업 디스플레이(Head-Up Display)는 차량내 정보 제공 디스플레이로서 운전자에게 운행시 필요한 정보들
을 차량 윈도우를 통해 제공하여 시야를 확보하는 동시에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장치이다. 

초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수입차량 위주로 장착되었지만 점차 국산 중대형차량에도 장착되어 운전자에게 운행정보
에 대한  편의성을 확보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제공되어 지고 있다.  현재 출시되는 자동차들의 각 브랜드별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정보표시요소의 일관성 및 인터페이스가 한정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기술형식으로는 도트 반사형 방
식으로 적용되어 GUI의 적용방식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주행 중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표시요소들을 도출하고, POI(Point of 

Interest) 관심정보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개발되어지는 투명디스플레이 기술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새로운 GUI가이드라인을 제공을 연구 목적으로 둔다.

주제어 : 헤드업디스플레이, 플렉서블디스플레이, 융복합디자인, 아이트래킹, 스마트디스플레이

Abstract  Head-Up Display, an information-providing display, is a device that provides necessary information 
through a vehicle window for a driver when driving, with which the driver secures the visibility and acquires 
information necessary for driving. Head-up displays in early days were mostly installed in imported vehicles but 
increasingly, being installed in medium and large-sized domestic vehicles, they secures convenience of driving 
and information acquirement. The information display element of each of currently released brand cars not only 
has limits in consistency and in displaying interface but also reveals the limitation of a way to apply GUI, 
being applied to dot reflective form in terms of the technology type.    
Accordingly, this study draws real time information element described as necessary during driving through case 
survey and analysis, and aims to provide a user with new GUI guideline through transparent display technology 
recently developed based on results analyzed with priority of POI(Point of Interes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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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유리로 된 기존 디스 이와는 달리 패 소재

로 폴리이미드(Polyimide) 같은 투명 라스틱을 사용하

여 거나 구부려도 동일한 화질을 구 하는 이른바 

서블 디스 이의 개발이 빠르게 진보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 개발된지 수년이 지나지도 않은 시

에 휘어지는 형태의 스마트폰이 시 되었고 투명디스

이  빛과 공간환경 응(Light Adaptable, Space 

Adaptable: LASA)형 디스 이의 보완연구가 지속됨

으로써 자발   반사기능 등이 복합 으로 동작하고 

형태변환이 가능한 시인성이 우수하고 이미지 왜곡이 없

는 신개념 기술이 탄생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디스 이의 응용확장성에 

한 기 는 시인성이 우수하고 형태변환이 가능하므로 

자, 고, 자동차, 건축, 의료 등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

한 응용분야가 확  될 것으로 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디스 이의 발 에 따른 

응용분야로 차량 정보기술로서 Head-UP Display의 멀

티미디어 표 속성에 한 실험과 GUI확장성 도구로서

의 역할에 해서 알아보기 하여 사례조사  분석을 

통해 차량주행  필요한 실시간 정보표시요소들을 도출

하고, POI(Point of Interest) 심정보의 우선순 를 

악하여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GUI가이드라인

을 제공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연구로 진행되었다.

1.2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방법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Head-UP 

Display의 개념과 특성에 한 이론  배경을 알아보았

다. 둘째, 스마트 디스 이의 기술변화와 정보시각화과

정에서의 요인연구를 한 가설을 설정하 다. 셋째, 

심정보 인지에 한 체크리스트를 설계하고 실험을 통한 

정보시각화 평가 기 을 도출하 다. 넷째 의 평가기

을 토 로 표 평가요인을 추출하여 조사결과  디

자인 방향설정을 설정하고 결과를 분석하 다.   한 기

존의 Head-UP Display의서비스의 문제 을 제시하고 

향후 개선 을 도출하여 가상 시나리오를 용한  GUI디

자인을 시각화 하 다.  

[Fig. 1] Research procedure

2. HUD에 대한 이해

2.1 HUD의 개념

헤드업 디스 이는 투기, 항공기에서 많이 응용되

고 있는 장치로 조종사가 시야에 들어오는 외부를 찰

하면서 조종석 아래 부분에 치한 계기 과 사격 조  

으로 주어지는 정보에 해 머리를 숙이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조종사의 정면에 떠올려 외부와 함께 볼 수 있도

록 해주는 장치이다. 

[Fig. 2] HUD(Head up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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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데시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계기 과 같은 액정 

디스 이 장치는 많은 정보를 보여  수 있지만, 주행 

인 운 자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어 이로 인하여 복

잡한 교통상황에서는 도리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이는 디스 이의 치가 운 자의 주행 

시선에서 벗어나 하향되어 있고, 거리가 가까워  조

이 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능형자동차에서

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헤드업 디스 이 

장비를 자동차에 용하기 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1].

2.2 Smart Display의 기술변화

최근 소비자 지향 인 미래 디스 이 기술이 진화

하고 있다. 기존 LCD  유기 발  다이오드(OLED)에

서 액정을 싸고 있는 유리기 을 라스틱 필름으로 

체하여 얇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충격에도 강하고 고 

펼 수 있는 유연한 서블 디스 이의 개발은 기존

의 스마트 디스 이의 기술  진화를 견인하는 렛폼

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2년 한국 자통신연구원(ETRI)의 차세  디스

이의 핵심기술로서 개발된 Transparent display는 멀

티미디어 구 에 있어서 모든 표 속성을 용할 수 있

는 기술로 자장치뿐만 아니라 차량, 건축, 의료 등 다양

한 분야에 확  용될 것이다.

한 최근에는 빛과 공간환경에 따라 형태변환이 자

유롭고 력소모를 극소화 할 수 있는 임베디드형 LASA 

디스 이(Light Adaptable, Space Adaptable)의 진일

보 인 개발로 미래형디스 이의 발 방향을 측하

기 어려울 정도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 은 생활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기

존의 통산업과의 융복합  활용방향에 한 연구가 다

방면에서 지속되고 있다.

[Fig. 3] Flexible, Transparent OLED Display

2.3 Head up Display의 현황 및 비교

재 개발  양산되고 있는 Head up Display Image

는 디지털 환기 수 의 그래픽이 용되고 있다. 따라

서 반사체의 랫폼 진화가 그래픽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상되어진다.

한 스마트폰 보 률의 확 에 따라 앱을 활용한 

Head up Display Image 한 각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

이폰에서는 앞 유리에 반사하여 투 되는 방식으로 최근 

Smart Phone App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앱은 

HUD 3D Map 버 으로 진화 이다.

그러나 이러한 Head up Display 이미지는 실제 운행

시 사용자의 높은 시인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운행시 정

보의 치가 안 운 의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요

인을 내포하고 있다. 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가상

실의 용은 시인성  운행에 부 합한 방식으로 차

량이 정차했을시 가능한 수 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가설

3.1 연구가설 설정

인간은 에 의존해 시각정보를 인식하고 사고하고 

행동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체 감각 에서 시

각이 80%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2]. 

사용자에게 효율 인 정보 달을 해 그래픽 요소를 

활용하여 데이터가 정보로서 의미가 생성되도록 형상화 

하는 것을 뜻한다[3]. 

그러므로 본 연구는 Head up Display의 정보제공에 

따른 유용성을 확보하기 하여 선행연구를 통하여 용

방식과 그래픽정보처리를 기존의 방식이 아닌 투명디스

이 기술이 용된 반사체로서 차량 도우상에 투

하여 사용자에게 정보의 기능성과 멀티미디어  심미성

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인 연구를 한 가설을 설정하

다.

3.2  조사방법

조사방법으로는 아이트래킹을 활용하여 피험자 시선

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운행시 POI(Point of 

Interest)의 치를 악하기 해 실시하 다. 기존 행동 

데이터 수집을 한 사용자 경험 리서치 방법에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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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활용된 1인칭 찰 도구는 [Fig. 4]와 같다[4].

장 찰을 해 차량의 통행량이 각기 다른 도심지

와 고속화도로를 선정하고 실험평가를 해 차량운 석

에서의 POI Mapping Sheet를 작성하여 시각의 흐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평가시 응시 역의 차이를 통계 으

로 찰하기 해 교통흐름이 다른 두 역에서 얻은 응

시  차이값 지도(difference maps)를 도출한다. 한 피

험자 간 차이가 드러나는 종합 분석도 동시에 진행하여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역을 조사 다.

[Fig. 4] Eye Tracking Test

3.3 가설에 의한 조사분석

아이트래킹에 의한 분석 결과는 Gaze Plot,  

AOI(Areas of interest) Cluster, Heat Map,로 추출된 결

과를 통해 그 의미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시선의 이동경로를 추 하는 Gaze Plot방식과 의미론

 AOI Cluster방식은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응시계수의 

측정과 등고선표기방식인 히트맵(heat map)분석 결과를 

통해, 운행시 시각  주의에 있어서의 차이 을 확인할 

수 있었다.  

Gaze Plot의 경우 [Fig. 5]와 같이 피험자가 실험 상

체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실험이 종료되는 시 까지 이

동 경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Gaze Points, Fixations와 

Scan Paths가 기록되어, 이를 통해 시선이 처음 시작된 

자리에서 부터 종료시 까지 경로를 통해 선호도에 한 

추 이 가능하다.  [Fig. 5]의 클러스터 역은 의미론  

결합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피험자의 시선의 이동경

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역을 AOI(areas of interest)

로 표기하게 되는 역이다. 실험 기간 에 기록된 응시 

포인 에서 가장 빈도 높은 면 을 표시하게 된다. 

[Fig. 5] Visualization - Gaze Plot, AOI Cluster

아이트래킹 분석  Heat map은  피험자가 응시한 계

수를 측정하여 등고선으로 표기한 맵으로서 색 등고선

으로 표기된 부분이 가장 오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심

역이라 단할 수 있다. 실험 에 기록된 응시 포인 

에서 가장 빈도 높은 5가지 Secter는 방주행과 룸미러, 

좌우백미러, 계기  역으로 조사되어졌다. 실험차량의 

경우 안 과 HUD의 기능에 포함됨을  고려하여 네비게

이션 비장착 차량을 활용하 다. 

[Fig. 6] Mapping Sheet - Heat Map

분석결과 연구목 에 부합되는 운 자 시각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역은 도우 좌측하단과 좌측상단, 

앙하단 순으로 도출되어 HUD의 정보 달 기능의 

치 역에 한 유의미성을 제공하 다.

4. UI 가상모델

4.1 가상 시나리오 설정

본 장에서는 아이트 킹 실험분석을 바탕으로 가상시

나리오를 제시하 다. 이는 HUD의 치 역에 주안

을 두어 GUI 디자인 가이드라인이기 보다는 반 인 디

자인 방향성에 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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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디자인 컨셉 설정

UI Design Image Operating contents

The first check, the status of the 

vehicle starting at same time in 3D 

graphics.

Vehicle door is open image was 

intuitively presented as the 3D 

multidimensional effect, and Arrow 

Induction guide users behavior.

Bluetooth, USB AUX terminals using 

of the Smart Phone Connect..

Parking gear before

 departure :

Text Overlay(P/R/D/1/2/N)

change gears

 GPS Connection confirmed

Shows the projected changes in color 

to the engine state. Security to pass 

state to the message.

Before starting a driving:

The vehicle status icons Slide Show 

up. Checked the status of each icon in 

turn will deliver a message.

Road safety speed limit : The 

speedometer displays of color into the 

red.

<Table 1> Specific concept

HUD GUI 요소는 차량정보요인, 주행정보요인, 주변

상황요인, 세가지 상황 요인으로 구분하 다. 각 역에

서의 가상설정은 표 제한이 없는 LASA디스 이의 

미래지향  가능성에 주안 을 두어 3D그래픽을 구 하

고 운 자의 시각  방해요소를 최소화하기 해 안정

성에 기반을 둔 그래픽 가이드를 제시하 다.

즉, 여러 주변 상황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심 한 컬

러의 입체 아이콘을 사용하고 공간감이 느껴지는 입체

인 모션으로 구성하여 정보가 환되는 것을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과도한 입체는 주변건물과 함

께 시각  혼란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 다.

4.3 주변상황에 따른 설정

차량  주행정보에 한 GUI의 구 은 정보구조를 

기반으로 하 지만 운행상황 변화에 한 배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나 비, 안개처럼 날씨의 

상황변화와 야간주행  터 진출입시의 조도차이에 

한 상황변화시 시야확보를 한 응형 디자인으로 다음

과 같이 제시하 다.

[Fig. 7] Situational image (Snow)

폭설로 인한 가려진 도로의 경계선을 표시하고 하얀

의 밝기 때문에 아이콘은 평상시 조도 보다는 좀 더 밝

아지고, 시인성이 높은 컬러(Red계열)로 변경되어진다.

[Fig. 8] Situational image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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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시 빗방울로 인해 시각  방해 요소가 늘어남으

로써 좀 더 밝아지고, 와이퍼 작동의 간섭을 받지 않는 

치에서 시인성이 높은 컬러(Red계열)로 변경되어진다.

[Fig. 9] Situational image (Fog)

안개시 안 한 운행을 해 도로의 경계선을 네온효

과로 표 하여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출시 

차량에 용되어지는 첨단 주행보조 기술인 고속도로 주

행지원 시스템(HCA)의 개발로 차간거리 제어, 차선유지

기능 등이 융합되어진 시스템과의 연동으로 실 가능한 

기술이다. 

 [Fig. 10] Situational image (Night)

야간 주행 시, 엔터테인먼트 아이콘  정보 제공 텍스

트의 색상이 무 밝아지면 시각  피로감과 시선 분산

이 야기 될 수 있으므로 조도를 자동으로 낮추어 다.

터  진입시 조도를 낮춰 갑작스럽게 어두워진 상황

에서 그래픽에 시선이 뺏기지 않아야 하며 시간 와 터

 정보를 인식하여 역 이 비치는 시간 에는 아이콘은 

더욱 밝아지고 출구 역에는 썬  효과를 그래픽으로 부

여하여 사용자의 시인성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Fig. 11] Situational image (Tunel-in)

[Fig. 12] Situational image (Tunel-out)

5.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의 성공  목표달성을 하여 인간의 시각  

정보처리 과정을 통한 인지  특성의 악이 선행되어져

야 한다. 즉, 인간이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고 반응

하는 과정에 한 정확한 악은 특정한 행동수행을 

해 기기와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행동과 인지  부담, 복

잡도, 수행속도 등과 같은 사용성을 측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되어 진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지각, 인지, 행동 

시스템에 한 고려가 HUD의 조작, 정보 달, 구조, 배

경 등의 수행에 따른 역할 요소로서 평가  디자인 개발

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즉, 운 자의 시선이 머무르는 것과 달리 실제 응시

에서 정보를 얻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응시 의 차이뿐 아니라 실제 정보처리 수 에서

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해 집 도와 신뢰성

에 한 다면  차이에 한 연구가 수반되어져야 할 것

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서블디스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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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개발과, 서블에서 진일보된 투명디스 이 

 빛과 공간환경 응(Light Adaptable, Space 

Adaptable: LASA)형 디스 이의 연구개발 되어지고 

있는 시 에  HUD의 멀티미디어  표 방식의 변화

와 개인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에 기반을 

둔 GUI확장성에 한 포  검증  개선에 한 연구

가 필요하다.

ACKNOWLEDGMENTS

This paper has been studied by Kangnan University 

campus academic research support programs in 2015.

REFERENCES

[1] Jae joon Park, : A Study on Control Method for 

Vehicle Head-Up Display System with Dual-Axis 

Analog MEMS Pointing Mirror,  Master's thesis  of 

Keimyeng University in graduate school, pp.2, 2012. 

[2] Byenggun An : Information design textbook, 

publishing house of Ahn graphics  pp.15, 2008

[3] Byenggun An : Information design textbook, 

publishing house of Ahn graphics  pp.99, 2008

[4] Autti Oulasvirta, Tuomo Nyyssone, Flexible 

Hardware Configurations for Studying Mobile 

Usability, JUS Journal of Usability Studies, Vol.4, 

Issue2, February 2009,pp.93-105.

[5] Hwoikwang Kim : A study on Multimedia 

expressional attributes and Graphic User Interface 

extension of Head-up Displa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vergence Technoligy 2013

[6] Tobii Eye Tracking,: An introduction to eye 

tracking and Tobii Eye Trackers, pp.8-9, 2011

[7] Byengjick Kum(2014) ; A Calibration Method for 

Augmented Reality Head-Up-Displays. Journal of 

KSAE. 

[8] Changrack Yoon(2015) ; Implementation of Vehicle 

Augmented Reality Service Using Head-Up 

Display. Journal of IEIE pp.21-22, 2015

[9] Minji Kim(2015)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level and size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vehicle Head-Up Display channeled 

information. Design Knowledge Journal pp.163-170, 

2015

[10] Jungro Lee(2013); Flexible display technology, 

status and prospects. PD Issue reports of KEIT 

pp.47-56, 2013

[11] Minhee Park, Hyunjeong Kim(2012); Deduction & 

Weight Analysis of Scenario-based Variable Information 

Elements for Front Window Display(Head-Up 

Display) in a Car. Journal of KODDCO 33 

pp.460-468, 2015

[12]Donard L. Brittain, Josh Aller, Wilson Milson, Sue 

ling Wang."Design of an End-User Date Visualization 

System''. Processdings Visualization'90.IEEE 

Computer Society Press. 1990. October 23-26.

[13] Jihye Won(2015);A Study on the Self-observation 

Research Method for Collecting Driver Behavior

Data. Journal of KODDCO 46 pp.985-996, 2015

[14] Jaeik Lee, A study on the Flexible Display R&D 

Technology Design Convergence, Korea Science & 

Art Forum 18, pp.524~535. 2005

[15] Image search: www.google.co.kr

김 회 광(Kim, Hwoi Kwang)
․2010년 2월 : 한양 학교 학원 산

업디자인과 박사(디자인마  

공) 

․2002년 8월 : 한양 학교 학원 산

업디자인학과 석사졸업

․2012년 9월 ～ 재 : 강남 학교 

미래인재개발 학 유니버설디자인

공 조교수

․ 심분야 : 시각&멀티미디어디자인, 디자인마

․E-Mail : udekim@kangnam.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