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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OpenD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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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유리부분에 그래픽 이미지로 투영해 주어 운전

자가 불필요하게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최소화 시켜주는 디스플레이 장치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HUD제작을 위한 API와 툴을 제공하고 HUD 구현의 샘플로 현재 시

중에 나온 HUD에서 제공하는 기본기능인 현재 속도, 진행 방향, 진행 방향까지 남은 거

리를 구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좀더 추가적인 샘플로 Bluetooth 통신을 추가로 구현

하여 모바일의 SMS, 통화, Music Player 기능을 OpenDS와 연결하는 것을 구현한다. 또한 

HUD는 현재 자동차에 부착된 센서에서 정보를 받아들여 안전관련 정보를 표시하므로 측•

후방의 차량 접근에 대한 충돌 위험 경고를 추가로 구현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캡스톤I 프로젝트에서 HUD모듈을 OpenDS에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의 코드 상태로는 

이식성이 매우 떨어지고 HUD App을 추가하는 것이 이해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우리의 

실질적인 목표인 다른 HUD 개발자들이 우리의 모듈을 사용하는 것에 많은 문제가 따를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HUD 모듈과 OpenDS간의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내부적으

로 HUD App을 추가하는 방법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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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1. OpenDS의 Key Mapping방식을 소스코드를 들여다보고 하드 코딩을 하는 방식에서 

XML파일을 수정하여 추가, 삽입, 삭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2. HUD에 관련된 App들을 통괄하는 방식을 Event handling방식으로 변경하여 각 코드 

사이의 의존성을 줄이도록 변경한다. 

 

3. 예시로 제시한 App의 구현에서 필요 없거나 반복되는 코드 부분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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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1. OpenDS KeyMapping 방식 변경 

-  OpenDS에서 기존에 사용하는 방식은 Key를 삽입, 삭제, 수정을 할 때 일일이 

내부의 코드를 보고 해당하는 위치와 Key를 찾아서 삭제해야 하는 방식으로 구현

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유지 보수성을 향상 시키고, 우리가 제작한 HUD 모

듈의 OpenDS 의존성을 없애기 위해 XML 파일을 읽어, Key를 생성하고 JAVA 

Reflection을 통해서 Key에 대한 Action과 Mapping 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때 XML 파일을 읽는 방식은 XML파일을 수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메모리에 트

리 구조로 올라오게 되는 DOM 형식이 아닌, 한번만 읽어 메모리를 낭비하지 않

는 SAX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 또한, Key에 대한 객체 없이, KeyMapping이라는 객체를 직접 이용하여 불필요한 

매서드가 중복되는 현상을 발견하여 Key라는 클래스를 추가하여 해결하였다. 

 

※KeyLoader와 KeyHendler는 XML과의 연동을 위한 클래스 들이고, Action들을 

모두 클래스로 분리하였기 때문에 2개의 action에 관한 패키지가 추가되었다. 

  

<수정 전 Key 관련 패키지> 

<수정 후 Key 관련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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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UD App 관리 모듈 구조 변경 

-  캡스톤 I에서 작성했던 App관리 모듈은 너무나도 많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들과의 의존성이 높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분을 찾는 것이 어려웠

던 문제가 있었고, 실질적인 HUD 관리를 이해하는데 어렵게 구현이 되어있었다. 

따라서 이것을 View, Controller, Model 세가지 부분으로 변경하여 유지보수를 쉽

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  그리고 HUD App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기존에는 HUDTemplate 클래스만을 상

속받아 구현을 하도록 하였으나, HUDTemplate에 입력을 받아 처리하는 부분과 

화면을 나타내는 2가지 부분이 존재하게 되어 너무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이해하

기 어려워서 AppView, AppController, AppModel라는 3가지 클래스를 상속받아 구

현하도록 변경하고, Controller에 너무 많은 조건문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모든 

인력을 Event로 처리하도록 변경하여서 Controller는 Event Handling을 하도록 변

경하였다.  

 

- Event의 경우 4가지 종류로 분리하였다. 첫째는 ActionEvent로, HUD 모듈과는 상

관없이, App 기능을 위해 정보를 외부와 주고 받을 때 사용하는 Event이다. 둘째

는 KeyEvent로, 시뮬레이션에서 HUD에서 사용하는 Key에 관한 Input이 들어 왔

을 경우 발생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InterruptEvent로, 다른 App의 기능을 멈추고 

바로 실행되어야하는 App에서 발생시키는 것으로 Call 같이 우선순위가 높은 App

에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는 CallbackEvent로, InterruptEvent에 의해 정지된 App

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이벤트로 InterruptEvent를 발생시킨 App에서 종료 전에 

다시 발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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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mple App 코드 개선 

-  개선한 코드는 모두 2가지로, Music과 SMS 기능이다. 먼저, Music 기능의 경우

는 쓰레드를 사용하는데 Thread Safety에 관한 고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버그도 

많고, 수많은 Flag를 남발하고 다중 If문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하였다. 이 

부분을 Player 기능과, List 탐색 기능 2가지로 구분하고 Player 기능을 Thread 

Safety하게 만들어 해결하였다. SMS 기능의 경우, UI 상의 글자 수 제한 때문에 

복잡한 for문과 if문이 반복 사용되었는데 이 부분을 4개의 String을 가지는 배열

을 이용해 보다 깔끔하게 변경하였다. 

 

2.2.2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1. SimulatorKey.xml에 등록된 Key와 KeyAction으로 로드 기능 [완료] 

2. BSA 기능(후방, 좌우측면에 차량 감지 및 경보 기능) [완료] 

3. Navigation 기능 (trigger event 처리하여 방향 안내 및 현재 속도 출력 기능) [완료] 

4. Bluetooth 연결 기능 [완료] 

5. Bluetooth SMS 문자 전송 기능 [완료] 

6. Bluetooth Call 기능 [완료] 

7. Music Player 기능 [완료]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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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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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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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시스템 구조 및 설계도 

 

Figure 1. 시스템 전체구조 

우리는 시스템 구조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첫째로, 기능별에 따라 

모듈을 4 종류로 구분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Navigation 과 BSA 도 HUD App 에 

포함시켰으나, 이 두 기능은 사실상 시뮬레이터 상에서 차량이나 맵의 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항시 표시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HUD App 과는 별도로 취급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분리하였다. 

둘째로, HUD 모듈을 보면 이전에는 HUD Management 와 HUD Register 라는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있었는데, HUD Management 에 너무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클래스와의 커플링이 크고, State 를 관리하는 방식도 어려웠기 때문에 MVC 패턴을 

적용하여, View 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클래스, Key 나 외부 Event 에 대한 반응을 

처리하는 클래스, HUD 자체에서 필요한 (State 관리 같은)로직과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 3 가지로 분리하였다. 그리고 HUD Register 에서 객체를 생성하게 하여,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HUD Main 을 Main 함수와 유사하게 사용하여 좀 더 코드 

작성이 편리하도록 구성을 변경하였다. 

셋째로, HUD App 의 구현 방식도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View 와 Controller 가 하나의 

클래스로 작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서로 분리하여 새로운 View 나 Controller 가 와도 

변경이 간편하도록 변경하였다. 

마지막으로, OpenDS 의 Key 에 해당하는 모듈의 Key 삽입, 삭제, 수정 방식을 기존의 

하드코딩 방식에서 XML 과 JAVA Reflection 을 이용하여 소스코드를 찾아보지 않아도 

간편하게 변경이 가능하도록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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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활용/개발된 기술 

1. 디자인 패턴 

1) MVC 패턴 

이전에는 한 클래스로 구현한 Controller 와 View 를 분리하기 위해 사용. 

2) Mark Interface 패턴 

Event 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기 위해 내용이 비어 있는 Event 라는 인터페이스 

사용. 

2. XML(SAX 방식) 

우리의 시나리오상, Key 는 한번 정해지면 시스템 동작 중에 바꾸거나 참조하지 않기 

때문에 단 한번만 읽고 메모리에서 사라지는 SAX 방식으로 XML 구현. 

3. JAVA Reflection 

Key 와 Action 에 대한 Mapping 방식이 if 문으로 구성되어 매우 복잡하고 중간에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모르게 구현이 되어 있어서, Action 별로 Class 를 만들고 그 

이름을 통해 호출하여 Mapping 시키도록 변경함. 

 

2.2.6  결과물 목록 

결과물 목록 기술문서 

XML 방식의 KeyModule 
Key 수정 방법 

<사용자 매뉴얼> 

HUDModule 
HUD App 추가 방법 

<사용자 매뉴얼> 

Navigation Module 무 

BSA Module 무 

SMS App 무 

Call App 무 

Music App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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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OpenDS 사용자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OpenDS에서 Key를 수정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전에는 

ActionListener와 AnalogListener에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조건문을 찾아서 직접 수정해야 

했지만 우리가 수정한 XML 연동 방식으로 한다면, XML에서 그 키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

고, 해당하는 Action 클래스의 내용을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쉽고 효율적으로 작업

을 할 수 있다. 

 

2. HUD 개발자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App을 추가할 때 AppView, AppController, AppModel을 상속

받아서 내부 구현을 하기 때문에 구현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해졌고, 외부의 

모든 입력값들을 HUDController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다른 App과의 의존도에 대한 고려

를 하지않아도 편하게 개발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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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평가 

 

1. openDS 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Key 관련 사용에 대한 문제를 XML 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 앞으로 openDS 에서 KEY 관련된 

기능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2. HUD Module 에서 예전 버전의 문제점은 불필요한 코드와 이해하기 힘든 네이밍룰과 

비효율적인 코드 로직과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었다. 이번에 이런 단점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클린 코드화와 명확한 네이밍룰을 적용하여 코드의 가독성을 

높였으며, 전체적인 구조를 MVC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하여 이제는 새로운 

앱을 만들고자 할 때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따라서, 예전과 달리 HUD Module 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예전 보다 코드를 보고 이해하기가 쉬워졌고, MVC 패턴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쉽게 새로운 

기능을 가이드라인 대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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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5.1 사용자 매뉴얼 

1. OpenDS Key 

1) Key 추가하기 

① OpenDS3.0/assets/Key/SimulatorKey.xml 을 연다. 

② 원하는 Key 를 양식에 맞게 입력한다. 

 

 

③ 위에서 기입한 package 에 Class 를 추가한다. 양식은 다음과 같다. 

 

 

public class Hud_tool { 
  public static void action(boolean value) 
  { 
    if(value) { 
      if(HudLayoutTool.hudToolActF) { 
        HudLayoutTool.hudToolActF=false; 
        HudLayoutTool.exitHudTool(); 
      } else { 
        HudLayoutTool.hudToolActF=true; 
        HudLayoutTool.startHudTool(); 
      } 
    } 
  } 
} 

public class Action1 { 
  public static void action(boolean value) 
  { 
    if (value){ 

      //Action구현 

    } 
  } 
} 

<Key> 
<ActionName>kr.ac.kookmin.cs.key.action.Hud_tool_key</ActionName> 
<KeyCode>KEY_DELETE</KeyCode> 
<Description>hud element delete</Description> 

</Key> 

<Key> 

<ActionName>{Action Class의 package}.{Action Class Name}</ActionName> 

<KeyCode>{Key Code (사용가능 KeyCode는 OpenDS 사이트 참고)}</KeyCode> 

<Description>{Key에 대한 설명}</Description>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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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y 수정하기 

① OpenDS3.0/assets/Key/SimulatorKey.xml 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한다. 

② Action Class 의 내용을 수정한다. 

3) Key 삭제하기 

① OpenDS3.0/assets/Key/SimulatorKey.xml 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한다. 

② 구현했던 Action Class 를 삭제한다. 

 

2. HUD App 추가하기 

① 해당하는 App 의 package 를 생성한다. (예 : kr.ac.kookmin.cs.sms) 

② kr.ac.kookmin.cs.basic package 의 AppView 를 상속받아 View 클래스를 생성한다. 

③ kr.ac.kookmin.cs.basic package 의 AppController 를 상속받아 Controller 클래스를 

생성한다. 

④ kr.ac.kookmin.cs.basic package 의 AppModel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Model 클래스를 

생성한다. 

⑤ 외부와의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면, kr.ac.kookmin.cs.hud.event 의 ActionEvent 를 

상속받아 ActionEvent 클래스를 생성한다. 

※SMS, Call 구현 부분을 참고 

⑥ kr.ac.kookmin.cs.hud package 안의 HUDMain 클래스에 이를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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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테스트 케이스  

대분류 소분류 기능 테스트 방법 기대 결과 
테스트 

결과 

OpenDS 

Simulation 
Key 

Mapping 

입력된 Key 에 

해당하는 

Action 을 

Mapping 

OpenDS 를 Simulator 모드로 

실행한 후 Key 를 입력 

1) Key 가 등록 되어 있으면 

Action 대로 동작. 

2) Key 가 등록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동작 안함. 

해당하는 

Action 을 수행. 
성공 

Driving 

Analyzer 

Key 
Mapping 

입력된 Key 에 

해당하는 

Action 을 

Mapping 

OpenDS 를 DrivingAnalyzer 모드로 

실행한 후 Key 를 입력 

3) Key 가 등록 되어 있으면 

Action 대로 동작. 

Key 가 등록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동작 안함. 

해당하는 

Action 을 수행. 
실패 

HUD 

HUD 

Module 

HUD app 

추가 
매뉴얼에 표시한 대로 Test 

메뉴에 App 이 

등록 
성공 

SMS 
Mobile 의 

SMS 와 연동 

컴퓨터와 핸드폰을 Bluetooth 로 

연결 후 핸드폰에서 mobile app 을 

실행 후 문자를 수신 

HUD 를 

이용하여 

문자를 확인 

성공 

Call 
Mobile 의 

전화와 연동 

컴퓨터와 핸드폰을 Bluetooth 로 

연결 후 핸드폰에서 mobile app 을 

실행 후 전화를 수신 

HUD 를 

이용하여 

전화를 받거나 

끊음 

성공 

Music 
내부 

mp3 파일 

재생 

Simulation 에서 HUD 화면을 

제어하여 음악을 탐색하고 선택 

HUD 를 

이용하여 

음악을 재생 

성공 

Navigation 
진행 방향 

지시 

Simulation 에서 주행을 하면서 

trigger 들을 발생시킴 

HUD 에 

네비게이션 

출력 

성공 

BSA 

주변에 

근접차량 

접근 감지 시 

경고 

Simulation 에서 다른 차량 근처 

접근 

HUD 에 경고 

이미지 출력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