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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OpenDS 2.0(Open-source Driving Simulator)에서 지원하지 않는 

HUD(Head- Up Display)을 위한 모듈을 제작하는 것이다. 

HUD는 차량의 현재 속도, 연료 잔량, 내비게이션 정보 등을 운전자의 전면유리부분 에 

그래픽 이미지로 투영해 주어 운전자가 불필요하게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최

소화 시켜주는 디스플레이 장치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HUD제작을 위한 API와 툴을 제공하고 HUD 구현의 샘플로 현재 

시중에 나온 HUD에서 제공하는 기본기능인 현재 속도, 진행 방향, 진행 방향까지 남은 

거리를 구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좀더 추가적인 샘플로 Bluetooth 통신을 추가로 구

현하여 모바일의 SMS, 통화, Music Player 기능을 OpenDS와 연결하는 것을 구현한다. 또

한 HUD는 현재 자동차에 부착된 센서에서 정보를 받아들여 안전관련 정보를 표시하므

로 측•후방의 차량 접근에 대한 충돌 위험 경고를 추가로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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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빠른 길안내와 운행시간, 연료 절감의 긍정적인 효과로 운전자 대다수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으로 인한 시계범위 제한, 전방 주시 태만이 잠재적 

사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TS교통안정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소 방문 차량 494

대 중 374대(75.7%)가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중 319대(85.3%)가 전면 유리창

에 설치되어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제한하고 있었다.  

 교통 안전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중에 운전자가 

계기판이나 내부 디스플레이 정보를 보기 위해 보통 짧게는 1초, 길게는 3초 이상 전방 

도로에서 시선을 뗀다. 그런데 약 2초간 운전자가 계기판이나 내비게이션 화면 등을 보

기 위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시속 80km로 운전 중이었다면 약 44.44m

의 거리를 그냥 지나치게 되고 110km로 주행한다면 약 61.11m를 전방을 보지 않고 운

전하게 된다. HUD는 시선을 차량 유리 중심으로 유도하고 투명 디스플레이 형태로 도로 

상황과 주행정보를 동시에 확인 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자동차 융합 기술 중 중요하게 여기는 기술 중 하나가 HUD이다. IT기술이 발전하면

서 HUD는 더 많은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송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최근 현대자동차는 

CES2015에서 기존의 HUD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증강현실 HUD를 선보였다. 전방 카메

라 및 센서와 연동돼 실제 도로 위에 애니메이션을 입혀 Concept-car 모델을 제시하였다. 

  

 HUD는 현재 여러 센서나 핸드폰 같은 기기와 연동되어 운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주

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concept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concept들을 현실에서 일일이 테

스트를 하는 것은 센서 설치와 연결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가상에서 

작은 비용으로 HUD를 구현하여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우리 팀은 OpenDS라는 Open Source Driving Simulator에 HUD 모듈을 구성하여 다른 

사람들이 OpenDS에서 쉽게 HUD를 개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우리가 만든 HUD로 

현재 존재하는 간단한 기능들과 모바일과 동작인식을 연동 시켜서 직접 테스트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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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2.1.1  HUD 모듈 제작(캡스톤Ⅰ 완료) 

1) HUD 관리 모듈 

 

2.1.2  HUD 기능 구현(캡스톤Ⅰ 완료) 

1) 모바일(통화, SMS, 뮤직플레이어) 

2) 내비게이션 

3) 부가정보(속도, 측•후방 경고) 

4) 모션인식(모바일 관련 기능들을 제어) 

 

2.1.3  소스 코드 및 구조 개선 

1) Key-Action Mapping 

-  OpenDS에서 사용할 키와 그에 대한 Action을 XML로 추가, 관리 할 수 있도록 

OpenDS 소스를 일부 수정하여 향후 Key-Action Mapping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에 소스코드를 직접 수정하는 것이 아닌, XML 파일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수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OpenDS 자체에 이 부

분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가 목표로 보고있다. 

 

2) 구현 소스 리팩토링 

- 캡스톤 디자인Ⅰ에서 작성한 코드는 기능 구현을 우선시 했기 때문에 아키텍처 

구조가 독립적이지 못하거나 중복된 코드가 있는 등 알고리즘에 문제가 많다. 이

를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거나 알고리즘을 새로 작성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수정

하여 좀 더 이해하기 편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만들어 우리의 목표인 API 제

공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3) 버그 수정 

- 현재 MusicPlayer 기능과 통화 기능에 몇가지 버그가 발견되었다. 이는 우리가 사

용한 음악재생 라이브러리인 JLayer의 문제와 구현한 Bluetooth 통신의 문제로 예

상된다. 위의 코드 개선을 완료 한 이후 이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추가 수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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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캡스톤 디자인 I > 

2.2.1  HUD 모듈 

1. OpenDS(Open Driving Simulation)  

 

OpenDS는 jME3 게임엔진을 이용해 독일에서 오픈 소스로 개발된 Driving Simulation

으로 자동차 주행에 대한 기능과 도로의 교통상황, 날씨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진 것으로 현재 2.5버전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 버전에서 HUD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며 기술지원과 여러 환경을 변경시키는 툴을 제공하는 pro버전과 내부 소스코드만을 

제공하는 free버전으로 나누어져 있다. 

OpenDS에 HUD모듈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부 코드 중 화면 시점과 전면 패널에 관련

된 모듈을 분석하였고, 현재 GPS와 내비게이션에 대한 것은 구현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

을 직접 추가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특정 시나리오를 정하여 

Trigger Box라는 것을 이용하여 이미 결정된 목표지점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구현 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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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MonkeyEngine3 

 

jME3는 오픈 소스 게임엔진으로 OpenDS에 HUD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jME3에서 

제공하는 API들을 파악하여 텍스처 형식으로 HUD를 표시해야 한다. 이 엔진은 Java로 

구현된 엔진으로 내부적인 성능 자체는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현재 텍스처 관련 API들

을 파악하여 OpenDS의 패널과 시점(카메라) 관련 부분을 건드릴 수 있을 정도는 분석하

였다.  

 

2.2.2  모바일 연동 기능 

1. Android Library 

모바일 기능을 OpenDS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핸드폰의 정보들을 PC로 전

송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할 것이 Android Library에서 제공되는 API의 

집합이다. 이 API들을 이용하여 핸드폰의 정보를 PC로 읽어와서 OpenDS상의 전면 유리

에 출력할 계획이고 현실에 설치된 시뮬레이터에 Leap Motion이나 G-HUB를 이용해 간

단한 동작을 인식한 후 PC에서 모바일에 명령을 전달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2. G-HUB (동작 인식) 

 

G-HUB는 간단한 모션을 인식하여 key인식으로 변경해주는 기계로 현재 2~3만원정도

의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이 기기는 별도의 API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OpenDS에서 사용할 용도로는 적합하다. 단지 인식률이 

검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인식률을 직접 테스트해보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

한다면 Leap Motion을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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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스톤 디자인 Ⅱ> 

2.2.3  XML 

1.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은 마크업 언어의 일종으로, 문서를 사람과 기계 모두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부

호화하는 규칙의 집합을 정의한다. XML은 주로 다른 시스템, 특히 인터넷에 연결된 시스

템끼리 데이터를 쉽게 주고 받을 수 있게 하여 HTML의 한계를 극복할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XML의 설계 목표는 단순성, 일반성, 인터넷을 통한 사용가능성을 강조하였고, XML은 텍

스트 데이터 형식으로 유니코드를 통해 전 세계 언어를 지원하며 임의의 자료구조를 나

타내는 데 널리 쓰이고 있다. 

2. XPath(XML Path Language) 

 XPath(XML Path Language)는 W3C의 표준으로 확장 생성 언어 문서의 구조를 통해 경

로 위에 지정한 구문을 사용하여 항목을 배치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기술하는 언어이다. 

XML 표현보다 더 쉽고 약어로 되어있으며, XSL 변환(XSLT)과 XML 지시자 언어(XPointer)

에 쓰이는 언어이다. XPath는 XML 문서의 노드를 정의하기 위하여 경로식을 사용하며, 

수학 함수와 기타 확장 가능한 표현들이 있다. 

 

OpenDS에는 interaction.xml, setting.xml, scene.xml, scenario.xml 등 많은 XML 파일을 작성하

여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OpenDS에 내부에는 각 XML 파일들을 해석하여 데이터를 이용하는 

Loader 클래스가 존재하며, OpenDS는 XPath 언어로 XML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XPath api를 이

용하여 구현하였다. 

현재 KeyInput을 위한 XML파일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OpenDS에서 구현

해왔던 방식으로 XPath를 사용해서 구현할지, 아니면 XML로 작성하되 Xerces와 같은 XML 

parser를 이용하여 작성할지 고려하는 중이다. 

 

2.2.4  디자인 패턴 

디자인 패턴은 Erich Gamma, Richard Helm, Ralph Johnson, John Vlissides가 정리한 것으로 소

프트웨어 설계를 할 때와 리펙토링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의 일반적인 해법들을 모아놓은 것이

다. 현재 우리는 HUD 관리 모듈 부분을 기능 위주로만 구현하여 구동방식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

렵다. 따라서 State, Bridge, Iterator 패턴 등을 적용하여 좀더 이해하기 쉽고 유지보수가 깔끔하게 

변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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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수정사항 

 BSA 기능(측•후방인식)이 메뉴 바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G-HUB가 BSA 

information과 연결 되었다 

 음악플레이어가 모바일 환경 구동에서 PC환경 구동으로 수정 되었으므로 모바

일과 Play Music의 연결을 해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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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1. Reusability 

HUD 의 기능인 모바일 통화, 메시지 수신, 음악 플레이어 재생, 내비게이션, 속도계 

입력 등, 각각의 기능을 모두 모듈화 한다. 

다른 사용자가 우리가 개발한 API 에서 원하는 기능만을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Key-Action Mapping 을 XML 로 변환하여 Key 를 추가하거나 구현을 변경할 때 

이전보다 더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2. Accuracy 

내비게이션에서 받는 방향 정보를 띄워주는 시점은 해당하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시점을 지나지 말아야 한다 

모바일에서 넘어오는 정보를 출력함에 있어서 정보의 유실이 없어야 한다. 

측방과 후방에 다른 차량이 3m 이내에 접근했을 때, 경고 발생 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경고를 출력, 유지해야 한다. 

 

3. Usability 

HUD 의 기능에 대한 입력 모션을 다음으로 이동할 때 손을 오른쪽으로, 이전으로 

이동할 때 손을 왼쪽으로, 선택은 손을 아래로 내렸다가 위로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클릭을 구현하는 등,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모션으로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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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시스템 구조 

 
<시스템 전체 구조 - 현재> 

 
<시스템 전체 구조 -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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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API 구조> 

<HUD State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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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OpenDS 

기본기능 
운전 및 주행 

지원되는 Map 에서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등을 하거나 그 외 

입력에 따라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 있는 기본기능 

  

HUD 통합관리모듈 
HUD 기능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관리하고 HUD 상에 기능 툴바를 

제공하는 기능 

모듈  

 속도 출력 
HUD 에 현재 속도를 띄워주는 

기능 
모듈  

 방향 출력 
Navigation 에서 입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그 정보를 받아서 방향을 

출력해주는 기능 

모듈  

 측•후방 경고 출력 
측방이나 후방에 다른 차량이 

접근할 경우 경고를 출력해주는 

기능 

모듈  

Mobile 

기본기능 
SMS 출력 

문자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출력해주는 기능 
모듈  

 전화통화 
전화통화를 발신할 수는 없고, 

수신만 할 수 있는 기능 
모듈  

 음악재생 
음악 목록을 HUD 에 띄워주고, 

목록을 넘기면서 원하는 음악을 

찾아서 재생시킬 수 있는 기능 

모듈  

OpenDS 

Key 관련 

기능 

Key-Action 

Mapping 

Key 인풋에 따른 Action 을 

연결하는 부분을 XML 을 

이용하도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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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A. 프로젝트 추진배경에서도 밝혔듯이 현존하는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용하여 HUD 에 

정보를 표시하는 것과 표시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존재한다. 이런 

많은 아이디어들을 현실에서 직접 구현하여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특히 개발자가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지 않을 경우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자동차를 사고 센서를 달고 하는 일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OpenDS 에서 HUD 에 관한 API 를 직접적으로 제공해 준다면 적은 금전적 

비용으로 아이디어를 구현해보고 상품성을 테스트 할 수 있을 것 이라 예상된다. 

 

B. 현재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핸드폰을 HUD 에 직접 연동시켜서 통화, SMS, 

뮤직플레이어 기능을 추가하는데 이는 모두 정면에 표시되므로 운전 중에 핸드폰에 

집중하여 발생하는 사고들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예상된다. 

 

C. OpenDS 의 Key 삽입 방식을 XML 을 이용한 방식으로 변경하면, Key 의 기능이 

변경되었을 때나 Key 를 추가할 때 OpenDS 소스를 직접 파헤쳐서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측면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구현된 

소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중복 인스턴스가 매우 많은데 이 부분도 해결되어 메모리 

낭비 부분도 일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활용방안 

A. OpenDS 에 HUD 에 대한 추가적인 기능을 구현하려 하는 개발자들이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B. OpenDS 에 HUD 에 대한 연구 주제로 활용할 수 있다.  

C. OpenDS 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Key 에 다른 기능을 추가하고 싶거나 Key 자체를 

추가 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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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1. 개발환경 

A. 시스템 사양 

i. Operating system : Mac OS X, Windows, Linux, Solaris 

ii. Memory (JVM heap size) > 40 MB  + memory for assets 

iii. CPU - 1 GHz at minimum 

iv. Graphic card -  NVIDIA GeForce 650m, or better supporting OpenGL 2.0 or 

better (native libraries are included in download) 

B. 필요 프로그램 

i. Java Runtime Environment JRE7 or higher 

ii. Eclipse 

iii. OpenDS – HUD를 구현할 Open Source Driving Simulator 

iv. Android Library – 모바일을 OpenDS에 연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 

C. 언어 

i. Java 

 

2. 결과물 확인 환경 

A. 시스템 사양 

i. Operating system : Mac OS X, Windows, Linux, Solaris 

ii. Memory : (JVM heap size) > 40 MB  + memory for assets 

iii. CPU : 1 GHz at minimum 

iv. Graphic card : AMD/ATI Radeon 9500, NVIDIA GeForce 5 FX, Intel GMA 4500, 

or better 

B. 필요 프로그램 

i. Java Runtime Environment JRE7 or higher 

C. 필요 하드웨어 

i. G-HUB 

ii. Driving Simulator 

 

 

  

http://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se/downloads/java-se-jre-7-download-432155.html
http://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se/downloads/java-se-jre-7-download-4321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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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1. 모바일 폰 

A. OpenDS에 연동시킬 모바일은 Android폰으로 제한하여 ios, 블랙베리, window os

를 가지는 모바일 이나 Bluetooth 4.0 버전을 지원하지 않는 모바일은 지원하지 

않는다.  

 

 

3.2.2  소프트웨어 

1. OpenDS 

A. 도시 전체를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건물 각각을 노드로 형성해서 내비

게이션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의 내비게이션과 다르게 남은 거

리측정이 불확실하고 거리 정보를 얻어오는 것이 힘들어 내비게이션 구현이 불가

능하다. 따라서 그에 따른 대안으로 도로에 Trigger를 설치하여 임의대로 거리와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B. BSA기능 구현은 OpenDS 내부에서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능 분리

와 완전독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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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이민재 - XML, Music Player 버그 수정 

이소령 - XML, Clean Code 

임기성 - Bluetooth 안정화, Software Architecture 개선 

조광현 - Clean Code, Software Architecture 개선 

하지명 - OpenDS 사용키 XML 로 변환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XML 파싱 연구 20 

XML Loader 제작 10 

XML 포멧 결정 20 

OpenDS Key-Action XML화 30 

디자인 패턴 분석 및 연구 20 

Software Architecture 개선, Clean Code 50 

Bluetooth 안정화 20 

버그 수정 30 

합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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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9 월 10 월 11 월 비고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개선 

XML 설계 및 

Key-Mapping 변경 
    

코드 리펙토링     

버그 수정     

테스트 
코드 평가 및 기능 

수정 확인 
    

피드백 
최종 확인 및 

코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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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 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XML 연구 

디자인 패턴 연구 

산출물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015.09.01 2015.09.21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수정 

산출물 

1. 수정된 시스템 아키텍쳐 

2015.09.21 2015.09.23 

1 차 중간 보고 

Key-Action Mapping 방식 변경 

산출물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4. XML 파일 

2015.09.18 2015.09.30 

2 차 중간 보고 

소스코드 리펙토링 

기능 버그 해결 

산출물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구현 소스코드 

2015.09.18 2015.10.07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추가 기능 확장 검토 

산출물 

추가 확장 계획서 

테스트용 데모 프로그램 

2015.10.07 2015.10.10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버그 리포트 

2015.10.07 2015.10.15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최종 데모 프로그램 

2015.10.15 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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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이민재 

이소령 
XML Loader, XML 포멧 제작 2015.09.18 2015.09.26 50 

하지명 
Key-Action Mapping 방식 

XML 로 변환 
2015.09.27 2015.09.30 30 

임기성 

조광현 
HUD 관련 소스코드 리펙토링 2015.09.18 2015.09.30 50 

임기성 

조광현 
Bluetooth 통신 개선 2015.10.01 2015.10.07 20 

이민재 Music Player 기능 개선 2015.09.27 2015.09.30 10 

전체 버그 리포트 2015.10.07 2015.10.15 30 

전체 전체 피드백 2015.10.15 2015.11.1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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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 툴 Eclipse 2015-09-01 2015-11-15 JDK 

개발용 PC 5 대 자체조달 2015-09-01 2015-11-15 
Operating system - 

Mac OS X, Windows 

시뮬레이터 국민대학교 2015-09-01 2015-11-28  

동작 인식기 
Airjoystick, 

G-HUB 
2015-09-01 2015-11-28 Support multi motions 

모바일 3 대 자체조달 2015-10-01 2015-11-15 Android/Bluetooth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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