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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자율주행 차량은 상황에 따라서 제어권을 사람에게 이양하고, 차량은 

이미지, 음성 또는 진동 등의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이 중, 시각 정보는 중앙 정보 디스플레이(CID), 계기판을 통해 

전달해왔으나 최근, 운전자의 시야에 정보를 표시하여 시각적 인지 및 

판단에 유리한 헤드업 디스플레이(Head-up Display)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주요한 디스플레이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문헌 연구 조사 및 제조사의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HDD(Head-down Display)의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자율주행 HMI 원칙 및 HUD의 특성을 고려한 그래픽 요소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인지 부하를 경감할 수 있는 HUD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구성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해당 인터페이스에 대한 평가 및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자율주행 상태 정보를 아이콘과 텍스트의 조합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가장 인지성이 높았으며, 그래픽 요소들로 보면, 심볼 형태에 

있어서는 차량 핸들 메타포가 가장 적합하고,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정적인 아이콘보다는 모션과 같이 동작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동적인 

형태가 인지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아웃에 있어서는 기존 주행 

보조 정보들과 마찬가지로 화면의 중앙에 위치하며, 크게 표시되는 것이 

주의에 용이했으며, 색상은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상태의 변화를 

감지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요소이지만, 위급 상황에서는 점멸하는 형태와 

같이 다이나믹한 형태가 더 주의에 용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HUD에 자율주행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주행 상태 

및 경고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황 인지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운전자에게 있어 주행상황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시야에 위치한 HUD를 활용하여 운전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 자율주행, 운전자 주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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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가전’ 쇼인 CES(Consumer Electric Show)의 

최근의 성향을 살펴보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비슷한 시즌에 열리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2010년에는 각 제조사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1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가했으며, 2015년부터는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Advanced 

driver-assistance systems, 이하 ADAS), 전기차, 자율주행 (Autonomous 

Driving System, 이하 ADS) 기술을 앞세워 참가하였다. 엔진의 성능과 사고, 

충돌 시의 안전, 외관 디자인 위주의 시장에서, 동력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IT 시스템으로 변화한 전기차와 각종 센서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산업의 큰 변화의 축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흔히 알고 있는 무인차(driverless car)와는 그 개념이 조금 

다른데, 자율주행 차는 자동차 스스로 주행 환경을 인식하고, 위험을 

판단하며, 주행 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의 조작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안전하게 주행하는 차로 정의할 수 있다[1].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미 자동차 기술 협회)의 가이드라인[2]에 따르면 자율주행은 

6개의 레벨로 나뉘어지며, 이중 현재 양산차에 적용되고 있는 2~3단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람(운전자)의 개입과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다. 

TOR(Take-Over Request, 주행 제어권 이양 요청)은 차량의 자율주행과 

사람의 제어 협동을 위한 정보 전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에서 가장 주요한 인터페이스 리서치 테마로 손꼽히며, 알림 방식이나 

시점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 차량 내에서의 이러한 제어 

 
1 Infotainment : Information 과 Entertainment 를 합친 말로 내비게이션 등 주행 관련 

정보와 라디오 등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하여 ‘인포테인먼트’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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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정보는 시각적 정보를 기본으로 청각, 진동 등의 지각 자극을 통해 

제공되는데, 자율주행 관련 인터페이스의 경우 대부분의 양산차는 주행 

관련한 기능 정보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디스플레이인 클러스터 (계기판)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그림 1)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는 CID(중앙 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클러스터, 후석 엔터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미러 등으로 다양화 

되어가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Head-up Display,이하 

HUD)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주행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우며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자율주행 차량에 있어서 정보 전달 매체로는 HUD가 아직은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지 않은데, 그 원인은 3단계 자율주행부터 고도화된 자율주행에 

이르면 운전자의 시야가 자유로워지므로, 도로 상에 시야를 두어야하는 

현재의 제약 사항을 탈피하게 됨에 따라 유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운전이라는 과업에서 벗어나 2차 과업 (Secondary Task)에 집중할 수 

있다하더라도 언제든 차량이 요청할 때 다시 제어권을 가져와서 수동으로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은 필수적이다. 운전자가 다시 

운전이라는 주요 과업(Primary Task)으로 돌아갈 때, 운전자의 시각적 

그림 1. 양산차 자율주행 관련 정보 표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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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가장 먼저 끌고 의사 결정 단계에서 더욱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4], 

HUD는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여전히 유용하고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다. 또한 레벨 3와 같이 운전자에게 모니터링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운전자가 뉴스를 읽는다든가, 메일을 확인한다든가 

하는 텍스트를 포함한 정보를 취급할 경우 음성을 통해 전달하는 것 보다 

HUD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작업부하를 줄이고,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도 있다. 뿐만 아니라 2차 과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도로를 주시하게 되기 때문에 상황 인식 능력이 증대되어, 제어권이 바뀔 

때에도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5]. 자율주행 기능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주행 중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디스플레이로도 HUD는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관련 문헌 연구 조사 및 현재 출시되었거나 선행 연구 중인 

제조사의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율주행 관련한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전면 유리에 표시되는 HUD의 설계 특성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자율 주행 정보를 기반으로 인지 

부하를 경감하는 HUD 인터페이스 가이드 라인을 정립하고자 한다. 정립된 

가이드 라인을 바탕으로 심볼의 형태, 색상, 크기, 위치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HUD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도출하고, 55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해당 조합에 대한 평가 및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HUD를 통해 제공되는 자율주행 정보에 대해 운전자의 인지 

부하를 경감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조건을 정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차량의 자율주행과 사람의 제어 협동을 위한 정보 전달의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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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응용 현황 

 

교통 사고의 90% 이상이 사람의 과실에 있다[6]. 그 중 60%는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교통 사로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화나 장애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이동을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고, 일반 운전자들에게도 대중 교통을 사용할 때와 같은 주행의 의무에서 

벗어나 좌석에 등을 기대로 앉아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자가용의 장점인 개인 공간과 이동 시간, 경로 선택의 자유는 

보장할 수 있다. 운전자 개인에게 있어서 한 번의 이동만 고려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율주행은 현재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기술이자 흐름이다.  

 

자율주행의 시작은 2003년, 최초로 로봇 자동차의 경주인 DARPA Grand 

Challenge 가 무인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2007년에 이르러 DARPA는 도심으로 이동하여 Urban 

Challenge로 바뀌었고, 각종 센서를 달고 나온 차량들은 교통 신호, 장애물 

회피, 다른 차량과의 충돌에 주의하며 경주를 해야 했는데, 이것이 자율주행 

차량의 시초가 된다[7]. 이후 2010년에 구글(Google)이 자율주행 차(Self-

Driving Car)를 발표했고, 2012년 2월에는 미국의 네바다 주에서 최초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 허가를 받았다. 자율주행 기술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뿐만 아니라 구글, 우버와 같은 IT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분야이다. 기계적인 부분(Mechanical) 뿐만 아니라 Lidar, 

Vision Sensor 등의 센서, 정보를 처리할 소프트웨어, 다른 차량 또는 

인프라와의 양방향 통신을 위한 V2X 통신 기술, 디지털 3D 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 그리고 도로 인프라 지원, 법규 등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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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용화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표 1. 자율주행의 6단계 

레벨 0 1 2 

단계 No Automation Driver Assistance Partial Automation 

정의 

경고 시스템(전후방 

센서나 카메라 등)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운전 전체를 

담당한다. 

조향이나 가속/감속과 

같은 주행 관련한 

특정 모드 1개를 

자동으로 수행한다.  

e.g. 크루즈컨트롤, 

차선이탈방지 

조향이나 가속/감속과 

같은 주행 관련한 

특정 모드 2개 

이상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e.g.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현재의 

자율주행 모드 

레벨 3 4 5 

단계 
Conditional 

Automation 
High Automation High Automation 

정의 

제한적 자율주행.  

차량이 스스로 판단하여 

주행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사람이 

중간에 개입해야 한다. 

장애물 감지 회피 

수준까지 차량이 

스스로 판단하여 

자율주행한다.  

 

완전한 자율주행, 

무인 주행까지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무인 자동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계적으로 사람이 제어하는 부분을 자율 시스템이 대신하게 되며, 

SAE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개의 레벨로 나뉘어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완전히 운전자의 제어에서 벗어난 자율주행인 5단계 이전에는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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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범위가 제한적이며, 사람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1단계는 운전자 편의 

기능이라고 불리는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수준으로 

종방향 또는 횡방향, 둘 중 한 방향을 보조하거나 대신 제어하는 기술 

수준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간 단계(semi- autonomous, level 

2~3)의 자율주행에는 종방향과 횡방향 모두를 보조 또는 제어하게 되는데, 

ACC(Adaptive Cruise Control,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일정 속도 이하로 

달림)와 LKAS(Lane Keeping Assistant System, 차선이탈방지) 기능을 통해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앞 차량과 차선을 차량이 인식하여 

자동으로 주행하거나, 정체 구간에서 서행하거나,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한 차선 변경,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주차하는 등 많은 부분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제약으로 

전체 주행 과정을 놓고 볼때에는 여전히 운전자의 잦은 개입을 필요로 

하므로 자율주행(Autonomous)이라기 보다는 보조주행(Assistant)에 가깝다. 

현재 테슬라의 Auto Pilot, 볼보의 Pilot Assist, 벤츠의 Active Driving 

Assistant 등 대부분의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양산차는 2단계로, 운전자가 

제어 과업에서 벗어나더라도 곧바로 다시 운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핸들에 

손을 얹고 페달에 발을 올린 상태에서 도로를 포함한 주행 환경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2 3단계에서는 운전자의 시야는 자유롭지만 날씨가 

나쁘거나, 차선을 변경해야 하거나, 장애물이 나타나는 등[8],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차량이 요청할 때에는 즉시 수동 운전으로 

전환(Take-Over)해야 한다. 양산차의 자율주행 기술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테슬라의 Auto Pilot의 경우 속도에 따라 

핸들에서 손을 떼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8mph 이하에서 무제한, 45mph 

이하에서 3분), 캐딜락의 Super Cruise의 경우 운전자의 시선을 감지하여, 

시선이 도로에 머무는 조건에서 핸들에서 손을 뗄 수 있다.  

 

이동 구간이 고정적이며, 동일한 구간을 많은 대수의 차량이 이용하여 

 
2 대부분의 자율주행 유투브 영상에서는 손을 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연출일 뿐, 실제로는 

핸들에 손을 얹고 있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울린다. 



- 7 - 

 

변수가 적은 물류의 경우 자율주행 기술이 좀더 빠르게 적용되어 2012년 

볼보가 자율 주행 프로젝트 SARTRE(Safe Road Trains For The 

Environment) 의 첫 시연을 성공했고[9], 연비 향상, 장거리 운전에 의한 

피로도 감소, 교통 체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다임러, 현대자동차 등이 

트럭에 대해 3단계 자율주행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4단계 이상에 

있어서는 센서 뿐만 아니라 정밀한 3D 내비게이션 데이터, 도로위의 차량 

및 신호 체계와 연결된 커넥티드(Connected) 교통 시스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발뿐만 아니라 상용화도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어, 

향후 수년간은 2-3단계의 자율주행 차량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2.2 자율주행 인터페이스 

 

중간 단계의 자율주행은 자율(Autonomous)보다는 보조(Assistant)에 

가까운 제어 수준이기 때문에, 특히 TOR이 발생되는 상황과 같이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복잡한 상황에 있어서는 인간과 인간사이에도 

상호간의 신뢰, 고도의 인지적 요구와 협력이 필요하다[10].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4~5단계에 이르러서는 운전자가 동승자와 가까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전혀 새로운 환경이 되고, 이 환경 내에서 

운전자와 시스템이 어떤 인터랙션을 하는지가 중요해진다. 그러나 중간 

수준의 자율주행(semi automation)에 해당하는 2~3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자율주행의 기술을 이해하고, 주행 환경 및 차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특히 자율주행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있어서는 운전자는 차량과의 인터랙션에 있어 초보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을 높여줄 적절한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11]. 2016년 테슬라 차량의 사망사고는 시스템이 

흰색 트레일러를 하늘로 잘못 판단한 것이 원인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무시하고, 37분간 이어진 수차례의 시스템 경고를 

무시하였다. 구글 역시 시험 주행 시, 사용자들이 기본적인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 과도하게 자율주행을 신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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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관찰하고는 

성급한 상용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이런 배경으로 중간 단계의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차량 제어, 조작에 관련한 인터페이스보다는 자율주행 

모드에 대한 상태를 인지, 기능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수동 

주행으로의 전환 (TOR, Take Over Request)에 대한 차량과 운전자의 

커뮤니케이션 등 적극적인 개입 측면에서 자율주행 시스템과 운전자가 

효과적으로 제어권을 주고받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위한 연구 및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며, 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북미도로교통국)와 같은 대표적인 기관 역시 간략한 HMI(Human-Machine 

Interface) 가이드만을 권고하고 있다[12].(표 2) 

 

표 2. NHTSA HMI 가이드 

자율주행 시스템 상태 표시 사양의 최소 규정  

(1) 기능이 적합하게 동작하고 있다.  

(2) 자율주행 모드를 실행할 수 있는 상태이다.  

(3) 자율주행 모드를 실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4) 오류가 발생하였다.  

(5) 운전자가 자율주행 차량이 운전자에게 제어권 이양 요청을 하고 있다.  

 

자율주행 인터페이스에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대략 아래의 6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13] 

1) 운전자가 2차 과업에서 운전으로 전환할 때(운전 재개), 대응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어떤 것인가?  

2) 차량이 자율주행 상태일 때, 동승자 역할로 돌아선 운전자에게 차량은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하는가?  

3)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자전거와 같은 이륜차 등, 주행 중 만나게 

되는 대상과는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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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가 자율주행 차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인터페이스는 어떤 

것인가?  

5) AR이나 음성 인식과 같은 최신의 기술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6) 이 모든 주제들에 있어서 제도적인 부분은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이 중, 첫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중인 사용자가 

모니터링 역할에서 다시 운전자 역할로 전환될 때의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차량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인터랙션을 통해서 상황 인식을 

유지하고 작업 부하를 줄여 제어권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센서를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되어 왔고 이중 시각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보를 배치하고, 직관적인 컬러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심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픽토그램 

형태의 인디케이터로 자율주행 모드 상태를 표시하고, 텍스트 박스를 통해 

운전자에게 현재 상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14][15], 상태 정보를 

가능한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테슬라나 볼보 등의 레벨 2의 자율주행 양산차 제조사의 케이스를 

수집하여 실 적용 사례를 보게되면, 대부분 계기판 내에 기존에 크루즈 

컨트롤에서 쓰였던 핸들 아이콘을 기반으로 한 인디케이터를 경고음과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주행 관련한 정보가 대부분 계기판에 표시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캐딜락은 2020년에 양산 예정인 2.5단계 자율주행 

기술인 슈퍼 크루즈(Super Cruise)에서 핸들에 운전자 상태에 따라 컬러가 

바뀌는 조명 장치를 삽입하였는데, 상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시할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선을 트래킹하여 주행 환경을 주시하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캐딜락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컨슈머리포트 3 로부터 

 
3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소비자연맹이 창간한 세계적 권위를 가진 보고서로,  소비자들이 

제품ㆍ서비스 구매 때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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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성능뿐만 아니라 운전자 주의 집중 면에서도 테슬라, 볼보 등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2.3 HUD의 발전과 표시 정보 

 

인포테인먼트를 구성하는 디스플레이는 CID(Central Information Display, 

중앙 디스플레이, ‘센터페시아’라고도 불린다), 클러스터(Cluster, 계기판),  

HUD(Head-up Display, 헤드업 디스플레이), RSE (Rear Seat Entertainment, 

후석 디스플레이), RMD(Room Mirror Display, 룸미러) 5가지로 

대표되는데[16], HUD는 영상 모듈의 소스영상이 윈드쉴드(Windshield, 차량 

전면유리) 또는 컴바이너(Combiner, 차량 내부의 전면 유리 안쪽에 장착한 

별도 유리)에 반사되어 운전자의 눈에 보이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그림 2), 

초기에는 고급 세단에만 적용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C(Compact) 

세그먼트까지 적용되고 있을 정도로 대중화되었다.  

 

Future Market Insight (2015)[17]에 따르면 HUD 보급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로는 2024년에는 판매되는 차량의 삼분의 일 가까이가 

HUD를 장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림 2. HUD 의 두 가지 타입 

(좌)현대 제네시스에 적용된 윈드실드 타입,  

(우)현대 코나에 적용된 컴바이너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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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는 운전자가 도로, 보행자, 각종 신호 등의 

교통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의 

대부분은 시각 정보이므로[18] 운전자가 얼마나 시각적 인지와 판단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는 안전과 직결된다. 그러나 차량 

시스템에서는 주로 대시보드(Dashboard)내에 위치한 클러스터나 CID에서 

시각 정보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주행 

도로에서 시선을 이동시킬 수 밖에 없다. 운전 중 운전자의 눈의 시선 및 

초점 변화를 최소화하여 운전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확보, 증대할 수 있는 

HUD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 효용성을 인정받으며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다.  

 

HUD가 주행 관련 정보를 표시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운전자의 가시영역 내에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운전자는 1차적으로 도로교통 상황에만 정신을 집중할 수 

있다. 그렇기에 HUD의 정보 전달력은 HDD(Head-Down Display, 

클러스터나 CID 등 시선을 아래로 이동시키는 디스플레이) 대비 높으며, 

HUD를 사용한 운전자들은 HDD를 사용한 운전자들에 비해 속도 제어도 

더 안정적으로 수행했다[19].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계기판과 도로를 

번갈아가며 주시할 필요가 없어 시선분산을 줄여주고, 피로경감 및 안전 

운전에도 도움을 주며[20], 운전자의 시각적 주의를 끌기때문에 더 일찍 

위협을 안내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위험 경고를 한다거나, 노면 상태나 

특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표시하고[21], 신호 체계를 전달하는 등[22], 

HUD를 안전과 관련된 경고를 위해 사용하려는[23]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HUD 이미지는 운전자의 시야 한 가운데에 표시되는 만큼, 

운전자의 시야를 어지럽히거나 차단하여 시각적 주의에 영향을 줄 수 

있고[24], 햇빛 등 조명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25]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초기의 HUD는 크기가 매우 작고, 클러스터에서 보여주던 정보인 속도와 

RPM을 표시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정보가 크게 확장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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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Park, W. Park (2019)가 15개 메이저 제조사의 HUD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26] 차량 상태, 안전 정보, 내비게이션, 커뮤니케이션(오디오, 전화 

등), 외부 환경으로 구성된 5개 카테고리, 27개의 타입의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속도와 내비게이션 정보는 거의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표시하고 

있으며, 클러스터에서 주요하게 표시했던 RPM(5개 사에서 표시 중), 기어 

정보(7개) 보다는  크루즈 컨트롤 정보(11개), 차간 거리(11개), 차선 

이탈(9개) 등 ADAS 정보를 더 많이 채택하고 있다. 또한 HUD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표시 정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속도, 내비게이션 관련한 

정보와 함께 크루즈 컨트롤 정보를 주요 표시 정보로 선택했는데, 성능과 

안전에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주행 관련하여 지속적인 주의를 요하는 정보를 

HUD에 표시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27]. 

 

2.4 HUD 내 자율주행정보 표시 

 

자칫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적합한 정보를 적절한 시점에 

제공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율주행 모드에서의 운전자 시야는 주행을 위한 

환경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에서 ‘모니터링’으로 변화한다. 상황을 

인식하는 것은 (Situation awareness) 현재 상태를 인지하고, 이해하며 다음 

동작을 예측하는 순으로 이루어지는데[28], 이를 자율주행 차량의 일반적인 

모드 전환 상황에 적용하면 (표 3)과 같다. 그런데, 중간 단계의 

자율주행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언제든지 자율주행 모드를 종료하고 수동 주행(Manual Driving)으로 

전환해야(Take-Over)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인지해야 

한다[29]. 이 때 작업 부하의 변화량은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수동 주행을 

했을 때보다 더 커진다.  

 

운전자가 고도로 자동화된 차량을 주행할 때, 주행 작업을 수행하는 차량 

시스템만 감독하면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하가 낮아지고, 운전자의 상황 

인식은 떨어지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수동 주행으로 전환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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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하가 발생하게 되고 운전자가 상황 인식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30]. 이 때문에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자율주행 

모드에 진입하여 차량이 제어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운전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행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핸들을 지속적으로 잡고 있도록 하거나, 센서로 운전자의 시선을 감지하여 

도로를 주시하도록 하고, 일정 시간 이상 벗어날 경우 경고음을 울린다. 

또한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 될 경우 차량은 운전자에게 수동 

주행으로의 전환을 요청하며 이는 가장 높은 레벨의 경고 수준을 포함한다. 

 

표 3. 상황 인식의 과정 

지각 

(Perception) 

이해 및 통합 

(Comprehension) 

예측 및 투사 

(Projection) 

현재 상태 파악 자율주행 가능 구간 수동 주행으로 전환 

자율주행 모드이며, 

핸들과 페달 조작 없이 

주행 중이다. 

내비게이션 정보에 

의하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1km 

앞으로 다가왔다. 

고속도로에서 벗어남에 

따라 자율주행 모드가 

종료되고 수동 주행 

(manual driving) 모드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도로를 포함한 주행 환경에 시선을 유지하면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운전자의 시각적 주의를 끔으로서 더 

일찍 위험을 안내 할 수 있는[31] HUD는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주요한 

디스플레이로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미 대부분의 제조사가 

자율주행의 기반이 되는 운전자 편의 기능인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정보를 HUD에 포함시키고 있다. Wulf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서 상황 인식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각적 시야 중심의 사용자 

주의에 있어서 HUD를 사용하는 것을 자율주행 차량 HMI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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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으로 제시했다[32]. HUD로 인해 주행과 관련 없는 다른 정보(전화, 

오디오 등의 정보)로 주의를 돌릴 때에도 주행 환경에 대한 정보를 주변 

정보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 산만이 감소하며 상황 인식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HUD가 자동차에 탑재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속도계와 간단한 내비게이션 

정보인 TBT(Turn by turn)정보만 작은 크기로 표시하였다. 이는 차량 

내부의 공간의 한계로 영상이 맺히는 거리의 제약에 의한 것으로,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면서 ADAS 정보, 전화, 오디오 정보까지 

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가 등장하며 엔진 룸이 최소화됨에 따라 

HUD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늘어남에 따라 대형화가 가능하며, 화질 

또한 개선되고 있다. 재규어의 경우 HUD 전용 3D 디스플레이 개발을 통해 

차선 이탈 경고 및 위험 감지에 대한 반응 시간을 개선하고, 악천후 또는 

조명 조건에서 가시성이 좋지 않은 영향을 완화 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폭스바겐은 AR (Augmented Reality) 기술을 HUD를 통해 구현함으로서 

길안내나 POI(Point of Interest) 정보를 실제 외부 환경과 매칭하여 

제공함하여 시선 이동 및 차단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정보 인지 및 

선택에 있어서 월등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3). 더불어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을 통한 차량 전면 유리의 디스플레이화도 주행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33],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3. HUD 기술 경향 

(좌)재규어 사의 3D HUD, (우) 폭스바겐 사의 AR H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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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자율주행 차량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고, HUD의 대중화에 따라 HUD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에 있어서 상황 인식 저하를 

경감할 수 있는 HUD 인터페이스 디자인 방안을 모색하고, 사용자의 평가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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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및 분석 

 

3.1 설문 대상 및 방법 

 

자율 주행 정보를 기반으로 인지 부하를 경감하기 위한  HUD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가이드라인 정립을 목적으로 선호도 및 인지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비디오 시뮬레이터와 이미지 

시안으로 구성된 설문 조사를 구성하고, 영상과 이미지 데이터를 실제 주행 

상황에서의 시야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도록 컴퓨터 모니터에서 영상과 

이미지를 재생하여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주행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시뮬레이터가 사용되고 있는데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실제 

차량을 이용하되 Wizard of OZ(WOZ) 방식으로 자율주행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실제 도로 시뮬레이터, 핸들과 페달을 제공하며 차량 내부 

인테리어를 그대로 재현한 칵핏(Cockpit)에 3D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가상의 주행 환경을 만든 주행 시뮬레이터, CID에 주로 활용되는 

디스플레이에 시스템의 프로토타이핑을 얹은 프로토타이핑 시뮬레이터, 

그리고 주로 보행자 관련 연구에 쓰이는 VR 시뮬레이터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는 비디오 시뮬레이터(그림 4)를 사용했다.  

 

 
그림 4. 설문 조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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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시뮬레이터는 실제 주행 영상에 HUD 인터페이스의 GUI 

프로토타이핑을 합성하여 시각적으로 현실에 가까운 환경을 만드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조작은 불가능하지만 HUD의 특성상 조작이 필요하지 

않고 표시되는 정보에 대한 평가가 주 목적인 경우 적합하다. 

 

대상자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남녀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소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지닌 숙련된 운전자로 차량 내 인터페이스에 익숙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HUD 인터페이스 디자인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정보에 대한 노출 정도, 안전 옵션 (ADAS) 장착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하여 

연관성을 보고자 하였다. 자율주행과 HUD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레벨 정의와 HUD의 기능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동일하게 습득한 상태에서 설문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3.2 데이터 준비 

  

3.2.1 HUD 인터페이스의 평가 요인 

 

HUD는 CID와 달리 사용자와의 지속적인 인터랙션(e.g. 직접적인 조작)이 

거의 없고, 단 방향으로 시각적인 정보를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스피커를 

통한 경고음이나 핸들을 통한 진동 등의 통한 멀티 센스 인터페이스로도 

구성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HUD자체에서 전달하는 정보에 집중하여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각화 인터페이스로 한정한다. NHTSA의 

자율주행 HMI 가이드라인[7], Philipp Wintersberger et al (2018), Luis Olivier 

et al (2018)을 비롯한 자율주행 관련한 HCI 분야의 연구를 통해 수집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34]과 Jesús Villa-Espinal & Gilberto Osorio-

Gómez (2018)의 HUD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요구사항[23], 그리고 그 외 

여러 자동차 인터페이스 연구를 참고하여 HUD의 자율주행 인터페이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선정하였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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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율주행 차의 HUD 시각화 인터페이스에서 고려해야할 요소 

자율주행 

인터페이스 

ADS 상태를 상시 알 수 있다 

▶ 
모드 별 구분이 잘되고 

이해하기 쉽다. 
현재 자율주행 중인지 아닌지 

혼동되지 않는다.  

빠르게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 
심볼이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시스템이 제어권 전환을 

요청하면 바로 응답할 수 있다. 

▶ 

조건에 따라 상태가 바뀔 

경우, 이를 즉시 인지할 

수 있다.  

사용자의 주의를 끌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구분이 

된다. 

HUD 

인터페이스 

중요도에 따라 계층, 통합, 

분할되어야 한다. 
▶ 

자율주행 정보와 다른 

정보가 구분이 된다. 

투명성으로 인해 시인성이 

낮아져서는 안된다. 
▶ 

외부 환경과 분리되어 

인지하기 쉽다. 

레이아웃, 컬러, 서체, 아이콘 

크기 등의 디자인적 요소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레이아웃이 적합하다. 

컬러가 적합하다. 

아이콘 크기가 적합하다. 

 

위의 요소들은 분류하면, 시각화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의미의 이해 

측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명확하게 표현되었는지, 선택적 

주의(Attention) 측면에서 특정 조건에 의해 상태가 바뀔 경우 이를 즉시 

알아차릴 수 있는지, 다른 정보와 혼합된 상태에서 자율주행 정보를 

구분하는지, 그리고 반투명하게 표현되는 HUD의 특성을 고려할 때 외부 

환경위에 표시되는 정보에 대한 시인성으로 나눌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정보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상태 정보로, 자율주행 모드 변화 시나리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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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표5)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태’, ‘자율주행 모드 실행 중’, ’수동주행 

전환’, ‘자율주행 모드 종료’ 로 나누어진다. 

 

설문은 총 3가지 타입의 GUI (Graphic User Interface) 시안을 제시하고, 

(표 4)의 상위 5개 항목들에 대해 8개 문항을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했다. 그리고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위해 

심볼의 형태, 레이아웃, 크기, 색상에 대해 7개 문항을 객관식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표 5. 자율주행 모드 변화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자율주행 가능 

구간  

(ADS available)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자율주행 모드 실행이 

가능함을 알림 

2 자율주행 실행  

(ADS Activated) 

운전자 조작에 의해 자율주행 모드가 실행됨 

3 수동주행 전환  

(TOR) 

운전자가 주행 환경을 모니터링 하지 않거나, 

고속도로 출구에 가까워지면 수동 주행으로 

전환됨 

4 자율주행 종료 

(ADS Deactivated) 

자율주행 모드가 종료됨 

 

 

3.2.2 평가 데이터 개발 

 

실제 HUD 내 표시 상황과 유사한 비디오 시뮬레이터와 스틸 이미지를 

통한 시안을 개발하였다. Adobe 사의 After Effect, Photoshop, Illustrator 

등의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영상 데이터의 경우, 운전자 시야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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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행 영상을 자율주행 시나리오(표 5)에 따라 촬영하고, 여기에 평가를 

위해 개발된 HUD GUI을 조합하여 타입별로 1분 가량의 영상으로 

제작하였으며, 스틸 이미지의 경우, 운전자 시야각의 주행 이미지에 HUD 

GUI를 조합하여 타입별로 제작하였다. HUD 인터페이스의 기본 레이아웃은 

속도 정보, 내비게이션 정보, 그리고 자율주행 정보 3개의 그룹으로 

나뉘었으며, 게슈탈트 이론에 따라 유사성의 원리와 근접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나뉘어진 각 그룹들은 유사한 형태와 색상, 그리고 거리적으로 

구분을 두었다. 형태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실물과 유사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양산된 차량의 HUD 와 비슷한 크기로 표시되도록 했고 (차선 

기준으로 폭 60%), 차량의 본네트와 지평선 중앙보다 하단에 위치하도록 

했다. 반투명한 성질을 재현하기위해 이미지의 투명도를 20% 이상 

적용하였으며 색상 또한 개별적으로 보정했다. HUD는 유리창에 투시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명도가 채도로 표현되어 검정색은 투명하게 표시되는 등 

어두운 색은 표현이 되지 않는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파란색, 초록색 등 

흰색이나 빨간색에 비해 명도가 낮은 컬러의 경우 20%가량 명도를 높였다. 

 

3.2.3 HUD GUI (Graphic User Interface) 개발  

 

각 항목을 조사하기 위해 차등을 둔 하위 요소는 차등을 둔 하위 요소는 

‘정보의 구성’, ‘콘텐츠의 형태’, ‘레이아웃’, ‘색상’ 이며(표 6), 설문 

데이터는 아래 항목을 토대로 시안을 제작하였다.  

 

표 6. 인터페이스 요구 조건의 하위 요소 

정보의 구성 아이콘의 복잡도 및 텍스트 메시지 조합 여부  

콘텐츠의 형태 아이콘의 모양 

레이아웃 HUD 내에서 정보의 위치 

색상 색상를 통한 강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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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의 경우는 차량 브랜드의 전체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1) 정보의 구성 

정보의 구성은 HUD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데 가장 주요하게 본 

항목이다. 차량에서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많은 정보들은 텔테일(telltale)로 

불리우는 아이콘의 형태로 계기판을 통해 전달되어 왔다. 그러나 

디스플레이의 발달과 전장 시스템 성능의 발전으로 모바일과 흡사한 CID 

시스템이 제공되고, 계기판 역시 LCD 모니터가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상세한 이미지와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다. 주행 중에 전달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빠른 인지를 

위해 심플한 형태의 아이콘이 선호되지만, 자율주행 정보는 정교한 기술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아이콘이 모호하게 표현될 경우 의미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운전 경험뿐만 아니라 안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 적절한 형태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5> 와 같이 기존 제조사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핸들 

아이콘 [35]외에 핸들과 부가 요소 (손, 주행 환경을 나타내는 차선 등)의 

이미지를 조합한 구성, 아이콘에 텍스트 메시지를 조합한 구성을 

제시하였다. 핸들 아이콘은 원형의 심볼로 HUD와 같이 반투명으로 외부 

환경 위에 표시되는 디스플레이에서는 그 형태가 외부 환경과 구분되기에 

용이하므로[36] 가장 주요한 메타포로 지정하였다.  

 

HUD는 실제 도로 이미지 위에 반투명으로 표시되고 크기가 작아 

텍스트를 표시하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지만, 시각적으로 이미지 화하기에 

적절한 메타포를 찾기 어려운 요소에 대해서는 텍스트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정보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다[37]. 또한 이미 내비게이션 정보나, 

수신전화 정보 등에서 텍스트를 함께 표시하고 있어 HUD에서의 시인성도 

이미 검증되었다고 판단하고 조사 데이터에도 포함하였다. 해당 요인에 

대해서는 시나리오에 따른 주행 모드의 변화 인지, 다른 정보와의 구분, 



- 22 - 

 

주행 환경 (도로)에서의 시인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야 하므로 스틸 

이미지가 아닌 영상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조사하였다. 

 

A타입 : 아이콘 (basic) 

 

B타입 : 아이콘 + 부가 이미지 조합 

 

C타입 : 아이콘 + 텍스트 

 

그림 5. 정보의 구성에 따른 타입 

 

2) 심볼의 형태 

아이콘은 의미를 전달하거나 주의를 주기 위해 함축적인 그림이나 

그래픽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누구나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타포를 사용해야 한다. 심미적 요소에 

따른 감각적인 측면보다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의미의 전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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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효과적인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데[38],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해 관습적인(Conventional) 의미를 가진 핸들과 사전적인 (Dictionary) 

의미를 가진 자동차를 메타포로 선정하여 아이콘을 제작, 조사하였다. 핸들 

메타포의 경우, 현재 Level 2의 자율 주행 기능을 개발한 제조사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어 관습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고, 자동차 메타포의 

경우, 자율 주행의 사전적 의미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대상이 자동차이므로 

사전적 의미를 전달하는 메타포로 선정하게 되었다.  

 

조사를 위한 아이콘 세트는 3가지 타입이며, 핸들 메타포, 자동차 메타포 

그리고 이 두가지 메타포를 결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A 타입 

자동차 메타포 활용 

B 타입 

자동차 + 핸들 메타포 

C 타입 

핸들 메타포 

   

그림 6. 아이콘 형태에 따른 타입 

 

이 외에도 사용자가 모니터링에 소홀하거나, 자율주행을 종료하고 

수동주행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부 제조사는 핸들을 

잡는 손의 모션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형태 역시 핸들 아이콘의 

컬러만 변경한 기존 경고 아이콘 표시 방식과 비교하였다. 

 

3) 레이아웃, 크기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있어서 레이아웃이란, 주어진 매체의 공간에 있어서 

콘텐츠들을 배치하는 방식을 말하며, 즉각적인 정보 전달과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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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정보를 모듈 구조로 

배치하는 그리드(grid) 타입의 레이아웃은 정리된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웹 디자인과 달리 모바일이나 TV, 

자동차의 레이아웃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위해 대부분 그리드 

타입의 레이아웃을 제공하고 있다.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그림 7. 레이아웃에 따른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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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정보에 가장 가까운 ADAS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8개 제조사의 

HUD 인터페이스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HUD가 그리드 타입의 

레이아웃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비게이션, ADAS, 속도정보를 거의 비슷한 

비율의 면적을 가진 모듈을 횡으로 나열하여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그림 7>과 같이 자율주행 정보를 중앙에 배치한 

레이아웃을 제시하였고, 시선이 가장 먼저 가게 되는 좌측에 위치한 GUI도 

제작하여 위치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시안에 대해서는 속도와 내비게이션 정보와 같은 중요도가 높은 정보와 

크기에 차등을 두어 자율주행 정보 영역의 크기를 70%로 조정한 대조군을 

제공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색상 

HUD에 있어서 자율주행 정보가 아이콘의 형태로만 구분될 때와, 

색상과의 조합했을 때의 인지 정도의 차이가 동일하게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위해 단일 톤의 색상으로만 구성된 아이콘과 다양한 톤의 색상으로 

구성된 아이콘을 각각 제작하였다. 그리고 운전자의 작업 부하가 가장 큰 

TOR 상황에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있어서 집중과 중의를 

불러일으켜, 정밀한 작업에 대한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39] 색상인 

빨강을 적용하되, 각기 다른 효과를 넣어 심볼의 의미를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지와 위급한 상황에 대한 알림의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TOR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제어권을 이양받아야 하기 때문에 핸들을 

잡고 주행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동작에 대해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심볼을 제작했고, 보편적으로 위험 상황에 대해 

주의를 끌기 위한 요소인 점멸 효과를 제공하는 심볼을 선택지로 제공하여 

사용자의 선호도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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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타입 

 

B타입 

 

그림 8. 색상에 따른 타입 

 

이 외의 요소는 HUD 인터페이스에 적합한 색상 규칙을 적용하였다. 

색상은 정보를 인지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색상의 수가 너무 많아질 경우, 

오히려 혼동을 유발하게 되므로 다섯 가지 이하의 색상을 적용하였으며[40], 

HUD에 표시되었을 때 시인성이 좋은 것으로 밝혀진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을 중심으로[41] 사용하되, 신호등, 차량 내 계기판 내 아이콘 등에 

사용되는 스테레오 타입인 흰색-일반 정보, 초록색-안전, 빨간색- 위험, 

노란색-경고 의 의미를 적용하였다[42]. 내비게이션 정보의 경우, 3)에서 

조사한 자료의 경우 5개사가 흰색으로, 3개사가 흰색과 명도를 높인 

파란색을 사용했는데, 자율주행 정보와의 구분을 위해 흰색과 파란색의 

조합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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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결과 및 분석 

 

4.1 일반 정보 

 

약 2주간의 기간동안 총 54명의 응답을 수집하였고, 남성 33명, 여성 

2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30대 24명, 3-40대 3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7. 설문 대상 일반 정보 

성별 응답 백분율 

 

남 33 61.1% 

여 21 38.9% 

   

나이 응답 백분율 

 

2-30대 24 45.4% 

4-50대 31 55.6% 

   

운전 경력 응답 백분율 

 

1~2년 8 14.81% 

2~5년 9 16.67% 

5~10년 6 11.11% 

10년 이상 31 57.41% 

61.11%

38.89%

남 여

45.44%

55.56%

2-30대 40대

1-2년 2-5년 5-10년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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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이나 연령대와 같은 기본 정보와 함께, 차량 인터페이스를 오래 

사용한 경험이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운전 경력도 함께 

조사하였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31명(57%)이었다. 또한 

중간 단계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ADAS 옵션인 스마트 크루즈컨트롤 또는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을 사용한 경험이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해당 

옵션을 장착한 차량 보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보유자는 39%인 21명이었다. 

또한 자율주행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나 사전 지식이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도 조사하였고, 자율주행에 

대해 관심이 많고, 영상이나 각종 문헌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본다는 

응답이 28명(51.9%), 보통이 21명(38.9%), 자율주행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거의 알지 못한다-라는 응답은 5명(9.2%)으로 조사되었다. 

 

4.2 시나리오 기반의 정보의 구성 평가 

 

4.2.1 기초 통계 분석 

 

1) 시나리오 기반의 정보 구성 타입 평가 

현재 시스템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지를 평가하는 항목에 

있어서, 텍스트 정보와 함께 표시되는 C타입이 시나리오상의 네 가지 

모드에 대해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으며 평균 4.35로, 아이콘만으로 

표시되는 A타입(2.79), 주행 상태와 같은 부가 정보에 대한 이미지를 함께 

표시하는 B타입(3.45)을 앞섰다. (표 8) 

 

텍스트 정보와 함께 표시되는 경우, 각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라는 응답은 0명,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사용자도 4개 모드 평균이 

2.5명에 그쳐, 텍스트와 함께 표시되는 정보의 이해도에 대해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율주행과 같이 익숙하지 않고 

경험이 많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텍스트 정보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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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타입에 따른 시나리오별 평가 기초 통계 분석 

  시나리오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 

 

No.1 1 5 2 2.46 0.94 

No.2 1 5 3 2.87 0.98 

No.3 1 5 3 2.96 1.02 

No.4 1 5 3 2.87 1.05 

 

No.1 1 5 3 3.13 0.96 

No.2 1 5 3 3.37 0.99 

No.3 1 5 4 3.85 0.93 

No.4 1 5 4 3.46 1.05 

 

No.1 2 5 5 4.39 0.83 

No.2 2 5 4 4.3 0.81 

No.3 2 5 5 4.41 0.76 

No.4 2 5 4 4.28 0.85 

 

이 외의 항목에서도 아이콘만으로 표시되는 A타입의 경우는 대부분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심플한 아이콘의 형태로 인해 주변 환경과 잘 구분이 

되어 가시성을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표 9)  

 

부가적인 이미지 정보를 포함한 B타입은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보통 

이상의 점수를 얻었다. 텍스트 정보를 포함한 C타입은 가시성을 제외한 

항목에서 다른 타입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어 인지 정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각화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의미의 이해 측면 그리고 

선택적 주의(Attention) 측면에서 텍스트 정보와 혼합된 C타입이 가장 평가 

점수가 높았다. Stevens et al. (2002)의 연구에 의하면 이미지 심볼은 먼 

거리에서도 텍스트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빠르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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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 자체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의미 전달이 부족할 때에는 너무 

길지 않은 텍스트와 함께 쓰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43]. 자율주행이 

빠르게 확산되고는 있지만 심볼에 대해서는 아직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표준이 없는 만큼 아직은 아이콘 심볼만으로는 부족하고, 

텍스트와의 조합이 인지를 돕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시성의 경우는 텍스트가 이미지로 볼 때 얇고 획이 많은 복잡한 

형태를 띄고 있어 HUD에서 표시하는 정보가 반투명 형태로 외부 환경에 

중첩되면서 가시성이 약화되는 한계성을 드러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9. 타입에 따른 특성별 평가 기초 통계 분석 

  평가 항목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 

 

명확한가 1 5 3 2.83 0.74 

주의를 끄는가 1 5 3 2.74 0.82 

구분이 용이한가 1 5 3 2.93 0.92 

가시성이 좋은가 2 5 4 3.85 0.65 

 

명확한가 2 5 4 3.67 0.77 

주의를 끄는가 2 5 4 3.63 0.7 

구분이 용이한가 2 5 4 3.69 0.74 

가시성이 좋은가 2 5 4 3.8 0.68 

 

명확한가 2 5 4 3.91 0.84 

주의를 끄는가 2 5 4 4.15 0.99 

구분이 용이한가 2 5 4 4.11 0.83 

가시성이 좋은가 1 5 4 3.3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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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호하는 타입 

자율주행 차량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가정아래 가장 선호하는 정보 

구성 타입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A타입(11.1%), B타입(37.0%), 

C타입(51.9%)로 나뉘었는데, 여전히 텍스트를 통해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C타입이 우위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점수가 아주 낮았던 

A타입과 중간 점수를 얻은 B타입을 선호하는 비율도 48.1% 로 

C타입(51.9%) 와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교차 분석을 통해 

변수에 따른 선호도의 관련성을 추가로 분석하여 원인을 조사하였다. 

 

표 10. 선호하는 심볼 타입 

 

 

4.2.2 교차 분석 

 

응답자의 일반 정보인 성별, 연령대와 운전 관련한 정보인 운전 경력, 

ADAS 옵션 장착 여부, 자율 주행에 대한 관심도와 같은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보기위해 변수별로 교차 분석을 실시했다. 기대 빈도 미만의 셀이 

존재하여 카이 검정은 불가능했으며 Fisher 정확 검정을 살펴본 결과, 모두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일반 정보인 성별, 연령대와 

선호도 응답에 대한 교차 분석 결과를 보면, 응답수가 10%미만인 A 타입을 

11.11%

37.04%

51.85%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Type A

Type B

Typ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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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보면, 성별로 볼 때(표 11-1) 남성의 경우 B타입과 C타입이 거의 

동일했고, 여성의 경우 B 타입에 비해 C타입(61.9%)이 3배 가량 응답이 

많아 텍스트 정보에 대한 선호 우위가 명확했다.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표 

11-2),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2-30대에 비해 3-40대에서 C타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11-1. 성별에 따른 선호 타입 교차 검증 

   선호타입  

   Type A Type B Type C 전체 

성별 남성 빈도 3 15 15 33 

성별 중 % 9.1% 45.5% 45.5% 100.0% 

선호타입 중 % 50.0% 75.0% 53.6% 61.1% 

여성 빈도 3 5 13 21 

성별 중 % 14.3% 23.8% 61.9% 100.0% 

선호타입 중 % 50.0% 25.0% 46.4% 38.9% 

전체 빈도 6 20 28 54 

성별 중 % 11.1% 37.0% 51.9% 100.0% 

선호타입 중 % 100.0% 100.0% 100.0% 100.0% 

*Fisher 의 정확검정 값 2.673, 유의확률 0.269 

 

표 11-2. 연령에 따른 선호 타입 교차 검증 

 선호타입  

 Type A Type B Type C 전체 

연령 2-30대 빈도 1 11 12 24 

연령 중 % 4.2% 45.8% 50.0% 100.0% 

선호타입 중 % 16.7% 55.0% 42.9% 44.4% 

4-50대 빈도 5 9 16 30 

연령 중 % 16.7% 30.0% 53.3% 100.0% 

선호타입 중 % 83.3% 45.0% 57.1% 55.6% 

전체 빈도 6 20 28 54 

연령 중 % 11.1% 37.0% 51.9% 100.0% 

선호타입 중 % 100.0% 100.0% 100.0% 100.0% 

*Fisher 의 정확검정 값 2.637, 유의확률 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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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경험이나 배경 지식 여부가 응답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운전 경력(표 11-3), ADAS 옵션 여부(표 11-4), 자율주행 관심도(표 11-

5)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운전 경력을 기준으로 볼 때, 10년 미만의 

대상자들은 C타입 (65.2%)에 대한 선호도가 명확했으나, 10년 이상의 

대상자들은 B타입이 C타입에 비해 근소하게 높았다. ADAS 옵션 여부를 

보면, 옵션을 장착한 차량을 보유한 사용자들은 B타입과 C타입을 비슷한 

비율로 응답했고, 옵션이 없는 사용자들은 C타입(57.6%)을 훨씬 더 

선호했다.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 결과는 관심이 많은 그룹의 경우 

B타입이 가장 높았고(51.7%), 보통인 그룹과 관심이 적은 그룹은 C타입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교차 검증 결과, 경력이나 비슷한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사용하거나, 

미디어 등의 정보를 통해 비슷한 인터페이스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정보를 이미지화 한 아이콘이 상태를 인지하고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그룹이 너무 단순한 

형태의 아이콘 심볼을 제시한 A타입은 매우 낮은 빈도를 보여 정보를 

충분히 표현한 아이콘에 대해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1-3. 운전 경력에 따른 선호 타입 교차 검증 

   선호타입  

   Type A Type B Type C 전체 

경력 10년미만 빈도 2 6 15 23 

경력 중 % 8.7% 26.1% 65.2% 100.0% 

선호타입 중 % 33.3% 30.0% 53.6% 42.6% 

10년이상 빈도 4 14 13 31 

경력 중 % 12.9% 45.2% 41.9% 100.0% 

선호타입 중 % 66.7% 70.0% 46.4% 57.4% 

전체 빈도 6 20 28 54 

경력 중 % 11.1% 37.0% 51.9% 100.0% 

선호타입 중 % 100.0% 100.0% 100.0% 100.0% 

*Fisher 의 정확검정 값 2.830, 유의확률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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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4. ADAS 기능 장착 차량 보유에 따른 선호 타입 교차 검증 

   선호타입  

   Type A Type B Type C 전체 

ADAS 네 빈도 3 9 9 21 

ADAS 중 % 14.3% 42.9% 42.9% 100.0% 

선호타입 중 % 50.0% 45.0% 32.1% 38.9% 

아니요 빈도 3 11 19 33 

ADAS 중 % 9.1% 33.3% 57.6% 100.0% 

선호타입 중 % 50.0% 55.0% 67.9% 61.1% 

전체 빈도 6 20 28 54 

ADAS 중 % 11.1% 37.0% 51.9% 100.0% 

선호타입 중 % 100.0% 100.0% 100.0% 100.0% 

*Fisher 의 정확검정 값 1.288, 유의확률 0.618 

 

표11-5. 자율주행 관심도에 따른 선호 타입 교차 검증 

   선호타입  

   Type A Type B Type C 전체 

관심 관심많음 빈도 3 15 11 29 

관심 중 % 10.3% 51.7% 37.9% 100.0% 

선호타입 중 % 50.0% 75.0% 39.3% 53.7% 

보통 빈도 2 4 15 21 

관심 중 % 9.5% 19.0% 71.4% 100.0% 

선호타입 중 % 33.3% 20.0% 53.6% 38.9% 

관심적음 빈도 1 1 2 4 

관심 중 % 25.0% 25.0% 50.0% 100.0% 

선호타입 중 % 16.7% 5.0% 7.1% 7.4% 

전체 빈도 6 20 28 54 

관심 중 % 11.1% 37.0% 51.9% 100.0% 

선호타입 중 % 100.0% 100.0% 100.0% 100.0% 

*Fisher 의 정확검정 값 7.439, 유의확률 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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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그래픽 요소 

 

4.3.1 사용자의 개입을 요청하는 위급 상황 

 

TOR 상황에 있어서 사용자가 핸들을 손으로 잡고 조정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한 A타입과 핸들 아이콘만을 사용하되 빨간 색으로 점멸하는 

B타입을 제시하였다. 의미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A타입이 87.0%로 

절대적인 우위를 보였지만, 경고 상황임을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B타입이 70.4%로 우위를 보였다.  

 

표 22. 위급사항을 의미하는 심볼에 대한 평가 

 

 

A타입 역시 핸들을 잡은 손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으나, 심볼 전체를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점멸과 같은 주목성이 더 요소를 가진 B타입이 경고 

상황임을 전달하는데 더 적합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정보 전달에 

있어서 경고 상황은 사고와 직결되는 항목인만큼 빠르게 인지하여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심볼의 형태뿐만 아니라 색상, 크기, 위치, 

표현 방식 등 사용자의 주의를 끌어 빠른 반응을 이끌어내는 인터페이스 

요소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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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자율주행 아이콘 형태 

 

72%의 사용자가 현재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상용화된 차량에서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핸들 아이콘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20.3%는 

핸들 아이콘과 자동차 아이콘이 조합된 형태를 선호했고, 자동차 아이콘만 

표시된 형태는 7.4%에 머물렀다.  

 

표 33.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아이콘에 대한 선호도 

 

 

이는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 정도를 기준으로 나누어 볼 때도,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그룹뿐만 아니라(67.9%) 중간인 그룹(80.9%), 낮은 그룹 

(75.0%)에서도 각각 높은 선호도를 보여 핸들을 메타포로 한 디자인이 

자율주행 시스템의 이미지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대다수의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자동차에서 핸들에 손을 얹어 놓은 상태를 

감지하여 운전자의 모니터링 상태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심볼이 자율주행에 대한 가장 강력한 메타포로 인식되어[35],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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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레이아웃과 크기 

 

46명(85.2%)의 사용자가 자율주행 정보가 중앙에 크게 표시되는 것을 

선호했다. 중앙에 위치하되 작게 표시하는 안에 대해서는 3명(5.5%)가 

선호했으며, 좌측에 크게 표시하는 안에 대해서는 5명(9.3%)이 선호한다고 

응답하였고, 좌측에 작게 표시하는 안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었다.  

 

표 44. 레이아웃에 대한 선호도

 
 

Chengalur et al. (2004)의 연구에 의하면 경고 메시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좌측으로부터 정보를 읽어나가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44]. 그러나 HUD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시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좌우에는 고정적으로 표시되는 

정보가 위치하고, 상태 변화가 빈번하고 경고와 같이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중앙에 위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실제로 

HUD 내 ADAS 정보가 표시되는 양산 차량을 볼 때에도  일반적으로 

ADAS 정보가 HUD의 중앙에 표시되고 있어 동일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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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색상 

 

동일한 색상으로 형태만 바꾼 A타입과 대기 상태에 대해 흰색으로, 안전 

상태에 대해 초록색으로, 경고 상태에 대해 빨간색으로 스테레오 타입의 

색상을 적용한 B타입에 대해 98%가 B타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쉬울뿐만 아니라, 상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기 쉽다는데 각각 98%가 B타입을 선택하여, 스테레오 타입의 색상을 

적용하는 것이 상태를 인지하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HUD는 외부 

환경에 투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흰색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고 빨간색이나 

초록색은 시인성이 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컬러 구분에 의한 의미 

전달이 더 용이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5. 단일톤의 색상과 스테레오 타입의 색상을 적용한 GUI 의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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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연구 

 

5.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인지 부하를 경감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HUD 

인터페이스 디자인 가이드를 제시하기위해 자율주행 인터페이스와 HUD 

인터페이스의 최소 디자인 가이드를 따라 GUI 샘플을 구성하고, 54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차량의 HUD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조작보다는 상태 정보나 경고 등을 표시하는 시각적인 정보 

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시각 정보의 구성, 표시되는 형태, 색상, 레이아웃 

등 다양한 디자인 구성 요소에 대해 조사하였다.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 HUD 인터페이스를 통해 운전자의 상황 인식과 정보 처리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정보의 양(Quantity)과 

구성(Composition)에 차이를 둔 세가지 샘플을 제시하였고, 각 샘플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A. 심플한 아이콘 형태 (양산차에서 주로 쓰이는 아이콘과 유사한 형태) 

B. 주행에 대한 정보가 이미지 형태로 조합된 아이콘 형태 

C. 텍스트 메시지와 아이콘의 조합  

 

주어진 GUI 시안을 통해 자율주행의 대표 시나리오 4개에 대해 얼마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으며, 세부 특성을 나눠 각 상태에 

대한 의미가 명확한지, 상태 변화에 대해 주의를 충분히 끄는지, 다른 

정보와의 구분이 용이한지에 대해 평가하고, 반투명하게 표현되는 HUD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 환경위에 표시되는 정보의 시인성 또한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시인성 부분에서 아이콘 단독 타입인 A타입이 우세하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텍스트 메시지와 아이콘의 조합인 C타입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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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가 아이콘 형태보다 인지 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인지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들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은 자율주행 기능의 

상태 정보가 갖는 정보 자체의 친숙하지 못함과 기술의 복잡성에 의한 

단순화의 어려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반이 되는 ADAS 기술이나 홍보에 

의해 핸들이라는 메타포에 대해서는 많은 사용자들이 친숙함을 느끼지만, 

세부적인 동작이나 상태에 대해 각각의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정보는 단순한 

아이콘 형태보다는 텍스트와의 조합을 통한 보다 설명적인 형태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표 16. 타입별 평가 점수 box plot 

 
 

그러나 텍스트와 같은 직관성이 뛰어난 요소는 상태를 인지함에 있어서 

효과가 크지만, 자칫 정보가 과부화되어 인지 포획 (Cognitive Capturing) 

현상이 일어나면서 운전자 주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럴 경우, 오히려 

주행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하는 등, 오히려 피로도를 상승 시킬 수 있는 

요인이므로[45] 가능한 짧고 명료한 문장이나 단일 단어로 전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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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조건아래,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여전히 C타입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기는 하지만 개별 응답을 보게 되면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C타입이 우세하다고 평가한 사람들도 선호하는 타입으로는 B타입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응답자를 특성에 따라 그룹으로 

나누어 보게되면, 운전 경력을 기준으로 볼 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그룹의 대상자들은 B타입을 좀 더 선호했으며, A타입에 대해 노출이 많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룹’의 

대상자들 역시 B그룹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선호 타입으로 나눈 집단 별 타입 평가 점수 분포 
 

A타입 평가 점수 B타입 평가 점수 C타입 평가 점수 

A타입 선호 4.15 4.08 3.60 

B타입 선호 2.94 3.74 * 3.83 * 

C타입 선호 2.68 3.35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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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호 타입 응답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자들을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각 타입에 대해 평가한 점수 분포를 보면 (표 17) A타입을 선택한 집단의 

경우 A타입을 가장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C타입을 선택한 집단 역시 

C타입을 가장 좋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B타입을 선택한 집단을 보면 

C타입에 대한 평가 점수가 약간 더 높아 B타입을 가장 좋게 평가하는 

경향을 볼 수 없었다. 실제로 개별 데이터를 살펴 보면 B타입을 선택한 

20명중 70%에 해당하는 14명이 C타입에 대해 B타입보다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보자면, 테스트 시에는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 

텍스트 정보가 포함된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쉽고 명확하게 인지되었지만, 

시스템이 어느정도 학습된 후에는 텍스트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자주 사용하게 된다면 복잡도가 높은 심볼 형태는 오히려 방해가 될 우려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친숙하지 않은 기능이라 할지라도 상태에 따라 

형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인터페이스이므로 빠르게 학습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인 

그룹과 자율주행에 관심이 많은 그룹에서 B타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부분에서 역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이러한 학습 효과를 고려하는 케이스로 음성 

인식을 들 수 있다. 애플의 Siri나 구글 어시스턴트와 같은 클라우드 방식이 

아닌, 차량 내 시스템에서 명령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임베디드 방식의 

음성 인식을 제공하는 차량의 경우 대부분 프롬프트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할 것인지, 간단한 안내를 할 것인지에 대해 수준을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하고있다. 임베디드 방식은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매우 제한적이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고려하는 케이스가 적다. 그래서 처음 사용하는 

운전자는 자세한 프롬프트로 설정하여 잘못된 명령어에 대해 가이드를 얻고, 

사용 가능한 명령어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번 프롬프트가 

실행될 경우 시간의 지연이 발생하여 음성 인식 인터페이스가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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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사용자들이 음성 인식 기능에 익숙해지면 프롬프트를 간단히 나오도록 

하거나, 아예 생략하도록 설정하여 더욱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습에 의해 인터페이스의 사용성이 변화할 수 있는 경우, 

자율주행 인터페이스에 있어서도, 특히 기술 수준 역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중간 단계의 경우는 형태나 수준을 함께 맞춰 나갈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HUD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인 형태, 레이아웃, 색상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결과, 자율 주행 정보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심볼에 있어서는 핸들 메타포가 자율주행을 나타내는데 

적합하다는 응답이 72.2%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간 단계에 있어서 

차량의 제어권이 핸들과 가속, 제동권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개체를 메타포로서 작용한 측면이 큰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레벨 4, 5로 고도화됨에 따라 차량을 제어하는 기능의 범위가 

넓어지고, 주행뿐만 아니라 차량 내 사용자의 주요 과업, 이동 패턴, 

인프라에 대한 사람들의 사전적, 관용적 의미가 바뀔 경우에는 심볼의 형태 

또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레이아웃에 있어서는 기존 ADAS 정보들과 마찬가지로 화면의 중앙에 

위치하며, 크게 표시되기를 원했다. 양 옆에 주어지는 속도 정보나 

내비게이션 정보는 형태적인 면에서 비교적 변화가 적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자율주행 정보가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인지하기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HUD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정보이기는 하나, 자율주행 상태에서 운전자에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정보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정보를 가장 높은 순위의 정보로 

취급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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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은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각적 요소이다. Pan.Y 

(2009)[46]에 의하면 주의를 끌고 작업 기억에 오래 남는데 있어서 색상이 

형태보다 더 효과적이며, 특히 HUD와 같은 투명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색상의 효과가 더 크고, 채도가 높은 색상일수록 차이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47]. HUD에 표시되는 정보는 다른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정보에 비해 크기가 작고, 외부 환경 위에 투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인성을 위해 단조로운 형태로 표현된다. 이런 조건에서 상태 변화를 

운전자가 인지하기 용이하도록 하는데 색상의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었고, 

조사 결과 단일 톤과 안전, 경고에 대한 색상을 부여한 GUI 샘플에 대해 

후자에 대한 선호도가 절대적으로 높아(98%), 색상은 현재 상태에 대한 

이해, 상태의 변화를 감지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OR 과 같이 시스템이 운전자로 하여금 핸들을 잡는 것과 같은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단순한 심볼 형태보다는 대응 방법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행동을 묘사한 모션 형태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점멸하는 심볼이 위급한 상황에 대한 알림을 위한 인터페이스로서는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engalur et al. (2004)의 연구에 의하면 

동적인(Dynamic) 요소가 추가될 때 다른 요소들과 구분이 더 용이해지면서 

사용자의 주의를 끄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44]. 주의력 가중치는 색상, 

운동, 형태 등 다양한 차원에 걸쳐 분포하는데 점멸 효과는 이 중 운동 

요소를 통해 주의를 향상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주의를 

끄는 것과 방해가 되는 것(Distraction)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점멸 효과는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에서 알림을 위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점멸의 경우 속도가 1Hz 에서 12Hz 로 증가함에 

따라 인지하는 정도는 아주 약간 상승했으나, 시야에 방해가 되는 정도를 

보았을 때 1Hz에서 10%미만이던 매우 불편함을 느낀다는 응답이 12Hz 

에서는 50% 가까이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48]. 주의를 끌기 위한 

방식은 위급 상황 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벨의 경고(alert) 상황에서도 

사용되므로 상황과 주행 환경에 맞는 적절한 점멸 속도로 제공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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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 대한 알림에서는 시각 자극 뿐만 아니라 

오디오, 진동과 같은 청각, 촉각 자극과의 조합을 통해 더 빠르게 주의를 

끄는 방식 또한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TOR과 같이 운전자가 운전이라는 

과업에서 벗어나 주의가 낮아진 상태에서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주의를 끄는 것이 필요한데, 팝업과 같이 디스플레이 전체 영역에 

있어 변화가 큰 요소를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보를 지속적으로 

표시함으로 인한 주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HUD 인터페이스에서는 더욱 

그 요구가 크다. 

 

5.2 결론 

 

HUD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픽 요소(Graphic 

Factor)는 컨텐츠의 형태, 정보의 구성, 레이아웃, 서체, 색상 등이 있다.[49] 

본 연구에서는 해당 요소들을 GUI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하여 설문을 통해 

평가 및 선호도를 조사하여, HUD 인터페이스를 통해 인지 과정에 있어서 

인지적 오류 및 인지 부하를 줄여 해석 (decoding)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시하는 

HUD의 자율주행 인터페이스의 인지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다. 

 

1. 자율주행 시스템의 상태 변화에 대해 HUD에 아이콘과 텍스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규격이나 일반화된 아이콘 이미지가 없는 경우, 텍스트 메시지와 

조합은 운전자가 상태를 빠르게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텍스트는 주행 환경에 있어서 인지부하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가능한 

짧고 명료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어권 전환은 자율주행에 있어서 운전자의 상황 인식 성능의 큰 

변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의를 끔과 동시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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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략이 필요하다.  

- 수동 주행 전환과 같이 운전자의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경우,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반응 할 수 

있다.  

(e.g. 핸들을 잡고 조작하는 이미지) 

- 색상, 점멸, 모션 등 주의를 끄는 다양한 디자인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정보의 형태와 주의를 끄는 시급함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한다. 단순 경고 수준일 경우 심볼의 형태나 색상만으로 

충분하지만,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점멸이나 크기의 변화와 같이 

다이나믹한 요소가 빠르게 주의를 끌 수 있다. 

 

3. 자율주행 정보는 다른 정보들과 비슷한 크기로 중앙에 표시되어야 한다. 

- 운전자의 시야로 볼 때 도로 중앙에 표시되는 것이 적합하며, HUD 

이미지를 횡방향으로 삼분할 할 때 중앙은 앞 차와의 거리, 차선 유지 

등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확인하는데 적합한 위치이다.  

- 상태 정보뿐만 아니라 제어권 이양 등 경고도 포함하는 정보이므로 

다른 정보에 비해 작은 크기로 표시될 경우 주의를 끌기 어려우므로 

대등하거나 크게 표시한다.  

 

4. 색상은 정보를 인지하는데 효용성이 크다.  

- 가능한 적은 개수의 컬러를 사용하되, 스테레오 타입에 맞게 제공이 

되어야한다.  

(e.g. 초록-안전, 노랑-경고, 빨강-위험 등) 

- 일반적으로 차량 내 시스템은 동일한 컬러 테마를 가져가지만, HUD의 

광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명도를 조절하여 운전자가 실제로 인식하는 

색상을 보정해야 한다. 

 

5. 자율주행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는 학습에 의한 효과를 고려해야한다. 

- 자율주행과 같이 새롭고, 복잡한 기능의 경우 이해를 위해서는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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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충분히 학습한 뒤에는 인지 피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점에 단순화된 형태로 업데이트하거나 선택권을 

주어 숙련된 사용자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어야한다. 

 

현재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어 운전자의 인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에게 있어 주행상황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시야에 위치한 HUD를 활용하여 운전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래픽 요소 (Graphic Factor) 위주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상황 

인식 능력을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인지 및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발굴하여 궁극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어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직은 HUD를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는 제조사가 없는 바, 

이 연구가 HUD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있어서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5.3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주행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뮬레이터는 대상자로 하여금 

경험의 재현성이나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중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 영상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방식은 

자율주행이 사용자의 조작이 덜 개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단점으로 

부각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50], 실제 주행 상황으로 몰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HUD 디바이스를 재현하는 것 역시 가능한 실제와 비슷하게 

인식되도록 노력했으나 현실감이 부족한 면이 존재한다. HUD의 반투명, 

투시 방식 등은 CID나 계기판에 비해 선명도가 떨어지고, 주변 환경이나 

태양 등 빛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디자인의 제약이 큰 편이다. 본 

연구의 프로토 타입에서는 투명도를 조절하거나 블러(blur, 이미지를 

흐릿하게 보이도록 하는 필터) 처리를 하여 최대한 실제 차량에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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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 제품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실제 주행 환경과는 더욱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더 

정확한 결과 도출을 위해 그러한 부분이 평가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제 제품에 가까운 프로토 타입을 제작하고, 콕핏이나 3D 영상을 

통해 실제 주행 환경과 보다 유사한 환경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설문 조사와 같은 주관적 측정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센서를 사용하여 생리 신호를 측정하거나,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되는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객관적인 측정 방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주의 집중 영역(human attention)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었다면 운전자의 시야에서 실제로 주행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주의 집중 영역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더 객관화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HUD의 레이아웃 조사에서 자율주행 정보가 중앙에 

표시되는 것에 대해 선호도가 높다는 결과에 대해 실제 주행 도로와 

일치하는 위치이므로 안전과 관련된 주행 환경에 대한 주의 영역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주행 시, 도로에 대한 집중 영역에 대한 

정보가 뒷받침된다면 주행 환경에 대한 주의 영역에 대한 객관화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자율 주행 정보 뿐만 

아니라 HUD 에 표시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인터페이스에도 

적용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차량 내 디스플레이 시스템내에서의 HUD의 

역할에 따라 연구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AR HUD와 같이 대형화되고 

클러스터나 CID에 뒤지지 않는 수준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으면서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주(main) 디스플레이로 활용될 경우, 그리고 

클러스터, CID 등 HDD(Head Down Display)와의 조합을 통한 하나의 통합 

시스템 내에서 활용될 경우 각각 가장 적합한 형태의 인터페이스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와 영상 프로토타입을 통한 시각 

정보의 인지 정도와 선호도만을 조사하였으나, 멀티 모달 피드백과 조합 

또는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조사 결과로는 텍스트를 포함한 심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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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정도가 가장 좋고, 선호도 역시 높았으나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제공할 경우, 주의가 분산되는 주의분리효과 (split attention effect)로 인해 

인지부하가 커질 수 있다[51]. 따라서 텍스트가 유의하다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청각으로 대체하는 텍스트를 청각 데이터로 변환하여 시각과 

청각을 통해 전달하는 등 멀티 모달(Multi-Modal)을 통해 인지 부하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로 연구하여 최적의 인터페이스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HUD 인터페이스를 통한 정보의 전달 측면이 중심이 

되었으나, 차량과 운전자의 커뮤니케이션 측면으로 볼 때에는 감성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병행 되어야할 것이다. IT 디바이스가 되어가는 현대의 

자동차에 있어서 운전자는 점점 더 사용자 친화적이고(User friendly) 사용자 

중심적인(User Centered) 자동차로서 높은 수준의 기술만큼이나 개인의 

감성과 취향에 부합하기를 원한다[49].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될 

고도화된 자율 주행 차량이라는 환경에서 운전자는 승객에 가까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기능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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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figuration of Head-Up Display 

Interface for Self-driving Cars to Reduce Cognitive 

Loads 

 

Minji So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gnitive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lf-driving cars transfer control to human depending on the situation, 

and for this purpose, the vehicle delivers information to the driver through 

various interfaces such as image, voice or vibration. Visual information has 

been communicated via the Central Information Display (CID) or the 

Instrument Cluster (Cluster), but recently, Head-up Display (HUD), the 

information is shown on the driver's view of the road, which is more favorable 

for visual recognition and judgment, and is expected to be used as a major 

display in self-driving cars in the future.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face components of HDD(Head-down 

Display)s collected through the relevant literature research and the 

manufacturer’s case studies, and constructed an HUD interface design to 

reduce cognitive loads through various combinations of graphic elements 

that take into account the self-driving HMI principle and HUD 

characteristics. A survey of the assessment and preference of the interface in 

question showed that it was most cognitive to transmit self-driving status 

information through a combination of icons and text, and that graphic 

elements showed that vehicle handle metaphors are most suitable for 

symbolic forms and that dynamic forms, such as motion, are more likely to 

be perceived than static icons if specific actions are required. As with the 

existing driving assistance information, the layout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screen, the larger size is easy to watch. The color is a key factor in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e and detecting changes in the state, but the 

dynamic form, such as the flashing form, has been found to be easier to pay 

attention to in emergency situations.  

In this study, I proposed an interface design that provides informa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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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riving systems to HUD so that it can reliably take a sense of the 

situation for self-driving states and warning situations. For the driver, it aims 

to provide the direction of interface design, which is easy to understand and 

safe to use, by utilizing HUD, which is located in the most natural field of 

view in a driving situation. 

 

Keywords     : Self-driving, driver attention, head-up display, HUD, 

interface design 

Student Number : 2018-2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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