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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모듈형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요약

본래의 표준 비행사 비행 헬멧(12)에 사용되도록 구성된 바이저/컴바이너 모듈(14)를 포함하는 비행사 헬
멧 장착 디스플레이가 개시된다. 또한, 상기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는 상기 비행사의 헬멧에 착탈가능한 
공형 이미지 소스 및 광중계기(ISRO)를 역시 포함한다. 이러한 ISRO 모듈(30)은 이미지를 상기 바이저/컴
바이너 모듈의 투과 윈도우부(44)를 통하여 상기 바이저/컴바이너 모듈의 외부로부터 내부로 투사시켜 상
기 바이저/컴바이너 모듈(14) 조향된 투사 시야부(18 및 20)의 내부면(48)으로부터 반사시킨다. 상기 이
미지는 무한대에 촛점마추어지며, 상기 시야부(18 및 20)을 통하여 보여지는 외부 풍경에 대한 비행사의 
시야에 중첩되도록 상기 내부면(48)로부터 상기 비행사의 눈(50)에 부분 반사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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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바이저(visor)/컴바이너(combiner)와 외부 장착 이미지 소스 및 광 중계기(Image 
Source and Relay Optics : ISRO) 모듈이 설비된 표준 비행사 비행 헬멧을 착용한 사용자에 대한 사시도.

제2도는 설명의 편의상 바이저/컴바이너가 이격되어 있고 이미지 소스 및 광중계기(ISRO)의 일부가 제거
되거나 파선으로 도시되어 있는 비행사의 헬멧을 도시하는 제1도와 유사한 분해 사시도.

제3도는 제2도의 3-3선의 개략적인 단면 평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 : 표준 비행사 비행 헬멧          14 : 바이저/컴바이너 모듈

16 : 중심 시야 영역                 18 : 중심 시야 영역의 좌측부

20 : 중심 시야 영역의 우측부        24 : 바이저/컴바이너 모듈의 상단부

26 : 바이저/컴바이너 모듈의 좌측부  28 : 바이저/컴바이너 모듈의 우측부

30 : 이미지 소스 및 광 중계기(ISRO) 32 : 보호 공형 하우징

34 : 이미지 소스                    36 : 광 중계기

38 : 전력 및 신호 케이블            44 : 투과 윈도우부

50 : 사용자의 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분야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이미지 소스, 광 중계기 및 이미
지가 헬멧 착용자에게 가시화되도록 투사되는 바이저/컴바이너를 갖는 모듈형 헬멧 장착 이미지 디스플레
이에 관한 것이다. 바이저/컴바이너는 표준 헬멧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며,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사
용 여부에 상관없이 헬멧에 사용된다. 표준 헬멧에 착탈가능한 모듈형 유니트는 이미지를 먼저 바이저의 
외부로부터 내부로 도입한 후에 바이저의 내부 표면에 투사하여 바이저를 통하여 보여지는 외부 세계의 
광경과 결합하여 헬멧 착용자에게 보여지도록 구성된 이미지 소스 및 광 중계기를 포함한다.

종래의 파일럿용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는 모두 헬멧에 부착된 바이저/컴바이너, 광 중계기 및 이미지 소
스를 포함한다. 헬멧에 공기 역학적 형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미지 소스 및 광 중계기는 헬멧의 공기 
역학적 쉘(aerodynamic shell) 내에 합체되어야만 한다. 공기 역학적 형상은 파일럿이 비행기로부터 고속
으로 탈출해야 하는 경우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파일럿들이 사용하는 표준 헬멧보다 상당히 크고, 무거
우며, 더 복잡하고 더 비싼 주문용 헬멧(custom helmet)이 요구된다. 이미지 소스 및 광 중계기가 헬멧에 
결합되는 각각의 경우, 만일 바이저가 컴바이너로서 사용된다면, 이러한 바이저는 광 중계기뿐만 아니라 
착용자 얼굴 둘레를 완전히 감싸게 되는데, 이는 헬멧의 크기와 무게를 증가시킨다. 한편, 만일 헬멧 장
착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바이저 내부에 컴바이너를 사용한다면, 광 중계기는 헬멧 자체 내로 더 완전히 
합체되어야만 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의 얼굴과 광 중계기간의 공간이 거의 남지 않게 된다. 또한, 이러
한 설계는 경우에 따라서 헬멧의 크기와 무게를 증가시킨다.

비행기 파일럿이 아닌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유형의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들이 개발되어 왔다. 
예를 들어, 보병 및 다른 지상군(ground troops)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가 방탄 헬
멧 상에 또는 이와 관련되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항공 우주 분야에서 이미 확인된 것과 동일
한 많은 설계 상의 제약들을 갖는다. 비록 지상의 사람이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경우는 파일
럿 헬멧의 경우와 같은 공기 역학을 고려할 필요는 없으나, 이러한 헬멧들도 크기, 무게 복잡도 및 비용
에 대해 역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가 C.M.Hanson  등에게 1993년 4월 6일자로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5,200,827호에 공지되어 있다. Hanson의 특허는 바이저/컴바이너 또는 분리된 컴바이너 스크린을 갖는 바
이저가 종래의 보병 헬멧에 장착될 수 있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유니트 내로 이
미지 소스 및 광 중계기와 함께 합체되는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를 개시한다고 사료된다. 즉, 디스플레이 
유니트는 단독으로 착용되거나 또는 헬멧 아래에 착용되는 헤드 기어(head gear)에 의하여 지지될 수 있
다. 경우에 따라서, 디스플레이는 플립-업 바이저(flip-up visor)와 유사하게 착용자의 헬멧에 부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디스플레이는 바이저/컴바이너 또는 분리 컴바이너 스크린, 이미지 소스, 및 광 중계
기들을 모두 하나의 유니트 내에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상기 Hanson 특허에 의해 개시된 헤드 장착형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는 항공 우
주 헤드 장착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크기, 무게 및 복잡 도면에서의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상기 Hanson 
특허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들에 내재된 복잡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헬멧 장착 비행사용 디스플레이가 S.M.Ellis에게 1984년  8월  28일자로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468,101호에 공지되어 있다. 상기 Ellis 특허에 개시된 바에 따르면,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는 헬멧의 
바이저의 외부에 장착된 이미지 소스 및 광 중계기를 사용한다. 투과 컴바이너 렌즈가 사용자의 시야 내
에서 바이저의 전방 방향으로 현수되어 이미지 소스 및 광 중계기에 의하여 투사된 이미지가 이러한 컴바
이너 렌즈를 통하여 보여지는 외부 세계의 시야와 함께 사용자에 의하여 보여질 수 있게 한다.

상기 Ellis 특허에 따른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 장치에 의해 비행사 헬멧의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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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형상이 붕괴됨이 명백하다. 고속 비행 속도에서 고정 날개형 비행기로부터 파일럿이 탈출하는 경
우, Ellis의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 재난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비행기로부터 탈출하기 
직전의 비상 상태 시 비행사의 헬멧으로부터 빠르고 편리하게 Ellis 장치를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
된다. 따라서, 이러한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파일럿은 비행기로부터의 비상 탈출 시 다칠 위
험이 증가하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종래의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의 비효율성의 관점에서, 본 발명의 목적은 헬멧 장착 바이저/컴바이너와 헬
멧에 착탈가능한 이미지 소스 및 광 중계기(ISRO) 모듈을 갖는 모듈형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비행사의 표준 비행 헬멧에 사용가능한 모듈형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비행사의 비행 헬멧에 사용되는 바이저로서 돌풍(wind-blast) 방지 바이저 기
능 및 바이저의 외부로부터 그 내부면 내로 내측으로 투사된 이미지를 받아들여 헬멧 착용자에게 제공하
기 위한 컴바이너로서의 기능을 모두 갖는 바이저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러한 바이저와 함께 사용되며, 비행사의 헬멧에 착탈가능하게 제공되어 이
미지를 바이저를 통하여 내측으로 투사하여 바이저의 내부면 상에 표시하는 이미지 소스 및 광 중계기
(ISRO)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보호용 헬멧에 사용하기 위한 헬멧 장착 모듈형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데, 상기 모듈
형 디스플레이는: 상기 헬멧에 부착되도록 구성되어 적어도 상기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눈을 보
호하며, 상기 사용자의 한쪽 눈의 주변에 인접하는 한 쪽에 투과 윈도우부(transparent window portion)
가 형성되고 주변 풍경(scene)을 볼 수 있도록 사용자의 다른 쪽 눈의 정면에 배치된 다른 쪽에 형성되며 
상기 윈도우부를 향하도록 각도가 조정된 내부면을 갖는 투과 시야부를 구비하는 바이저/컴바이너 모듈; 
및 상기 윈도우부에 인접한 상기 헬멧의 외부 표면에 착탈가능하도록 구성되며, 이미지를 제공하는 발광 
이미지 소스 및 상기 바이저/컴바이너 모듈의 상기 윈도우부를 통하여 상기 바이저/컴바이너 모듈의 안쪽 
방향으로 상기 사용자의 다른 눈에 대해 부분 반사를 일으키도록 무한대 또는 그 근접에 촛점을 갖는 내
부면 상에 이미지를 투사하는 광 중계기를 포함하는 이미지 소스 및 광 중계기(ISRO)를 포함함으로써; 상
기 사용자는 주변 풍경에 중첩된 이미지를 볼 수 있고, 상기 ISRO 모듈은 상기 헬멧으로부터 분리가능해
지며, 또 상기 바이저/컴바이너 모듈은 상기 ISRO 모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호형 바이저로서 사용가
능해진다.

본 발명의 부가적인 목적 및 장점들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특히 양호한 예시적인 실시예
들에 대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들을 판독하므로써 명백해질 것이다.

도면들을 서로 참조하면, 제1도는 표준 비행사 비행 헬멧(12)을 착용한 사용자를 도시한다. 본 발명에 따
른 투과 바이저/컴바이너(14)가  표준 바이저 대신에 비행 헬멧(12)에  고착된다.  바이저/컴바이너 모듈
(14)은 참조 번호 16으로 표시된 중심 시야 영역을 포함한다. 이러한 중심 시야 영역(16)은 수직으로 연
장되는 중심 커스프(cusp, 22)에 의하여 좌측부(18)와 우측부(20)로 분할된다. 중심 시야 영역(16) 위와 
각각의 측부에, 바이저/컴바이너 모듈(14)은 상단부(24)와 각각의 좌측부 및 우측부(26,28)를 포함한다. 
이들 상단부 및 측부(24,26,28)는 헬멧(12)과 함께 보통 사용되는 표준 바이저(도시 생략)의 외형을 일반
적으로 모사하며, 시야 영역(16)을 포함하는 바이저/컴바이너(14)의 외형으로 매끄럽게 블렌딩(blendin
g)된다. 따라서, 바이저/컴바이너 모듈(14)의 외형이 헬멧(12)의 외형과 정합(snug interface)되게 되어, 
표준 바이저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과 일반적으로 동등한 돌풍 방지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참조 번호 30으로 표시된 이미지 소스 및 광 중계기(ISRO) 모듈이 관자놀이뼈 위치(temporal position)에
서 헬멧(12)에 착탈가능하도록 부착된다. 이러한 ISRO 모듈(30)은 이미지 소스(34)와 일반적으로 참조 번
호 36에 의하여 표시된 광 중계기를 포함하는 보호 공형 하우징(protective conformal housing, 32)을 포
함한다. 하우징(32)은 헬멧(12)에 착탈가능하게 부착되어, 그로부터 연장되는 전력 및 신호 케이블(38)을 
후방으로 당기면 제1도에 도시된 화살표(40) 방향으로 하우징(32)이 헬멧(12)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게 한
다.

제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력 및 신호 케이블(38)은 이미지 소스(34)에 접속된다. 이러한 이미지 소스
는, 예를 들면, 소형 음극선 튜브일 수 있다. 이미지 소스(34)에 대한 다른 대안으로서 소형 진공 형광 
디스플레이가 있다. 역시 다른 대안으로서, 이미지 소스(34)는 백라이트형(back-lighted) 액정 표시 스크
린을 사용할 수 있다. 본 기술에 일반적으로 숙련된 자들은 이미지 소스(34)에 대한 많은 대안적인 실시
예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미지 소스(34)는 그 자체가(음극선 튜브와 같은) 발광형 소
스이거나 또는 (백라이트형 액정 표시 소자와 같은) 광원을 포함하여, 이미지 소스가 광 중계기(36)에 광 
이미지를 투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미지 소스(34)용 이미지 신호는 이미지 소스(34)를 동작시키는 전
력과 함께 케이블(38)에 의하여 전기적 형태로 전달된다.

제2도에 더 도시된 바와 같이, 이미지 소스(34)는 화살표(42)에 의하여 표시된 바와 같이 광 중계기(36)
에 투사되는 이미지를 제공한다. 광 중계기(36)는 이미지를 수신하여 그 이미지를 한 쌍의 주변 윈도우부
(44)의 각각의 윈도우부를 통하여 투사시키며, 각각의 윈도우부는 바이저/컴바이너의 반대측부(18  또는 
20) 상에 촛점 맞추기 위한 바이저/컴바이너(14)의 번호를 참조한다. 즉, 우측 모듈(30)은 바이저/컴바이
너의 좌측부(18) 상에 이미지를 투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좌측 모듈(30)은 바이저/컴바이너(14)의 우
측부(20) 상에 이미지를 투사할 것이다. 헬멧(12)은 우측 모듈(30), 좌측 모듈(30) 중의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3도는 모듈(30)이 어떻게 [화살표(46)으로 표시된] 각각의 이미지를 각각의 윈도우부(44)를 통하여 바
이저/컴바이너 모듈(14)의 각각의 시야부(18 및 20) 상에 투사시킬 수 있는 지를 예시하는 레이-트레이싱
(ray-tracing) 다이어그램을 제공한다. 제3도를 참조하면, 시야부(18 및 20)는 각각 반대편 윈도우부(4
4)를 향하여 각도 조정되어, 투사된 이미지 [화살표(46)]가 사용자의 눈(50)에 부분적으로 반사되게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차(cross over)" 이미지 투사 배열은 바이저/컴바이너(14)가 사용자의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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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에 더욱 근접하여 감싸도록 하며, 또 헬멧(12)의 외형과 더 잘 매칭되게 한다.

헬멧(12)의 외형에 대한 바이저/컴바이너의 이러한 매칭은, 파일럿 탈출 상황시, 결합된 헬멧 및 바이저/
컴바이너의 공기 역학적 관점에서 중요하다. 헬멧과 바이저/컴바이너는 사용자(10)가 비행기 주변의 기류 
속으로 탈출하는 때 갑자기 가해지는 공기 역학적 토크가 사용자(10)에게 미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용자(10)에게는 투과 바이저/컴바이너(14)를 통하여 외부 세계에 대한 시야가 제
공된다.  결과적으로,  이미지 [화살표(46)]가  무한대 또는 그  근처에 촛점마추어지며, 바이저/컴바이너
(14)의 시야부(18 및 20)를 통하여 사용자(10)가 보는 외부 세계의 시야 상에 중첩된다.

ISRO 모듈(30)에 의하여 투사된 이미지의 휘도를 제어하므로써, 사용자(10)는, 이미지를 볼 수 있게 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사용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콘트라스트(contrast) 레벨을 얻을 수 있다. 이미지 신
호를 소스(34)에 인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휘도에 대한 이러한 제어도 역시 케이블(38)을 통하
여 모듈(30)에 접속된 (도시되지 않은) 전자 제어 회로를 사용하므로써 케이블(38)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ISRO 모듈(30)은 이러한 모듈에 공기 역학적 유선형성(streamlining)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지 
소스(34) 및 광 중계기(36)를 단순히 보호 및 하우징하기 위하여 공형 보호 하우징(32)을 기본적으로 구
비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자가 비행 중 비행기로부터 탈출해야만 하는 경우, 화살표
(40)에 의하여 표시된 바와 같이, 케이블(38)을 잡아 당기면, ISRO 모듈(30)이 헬멧(12)으로부터 재빠르
고 쉽게 제거된다. 모듈(30)은, 예를 들어, 더브테일형(dove-tailed) 홈(channel)과 통(pail)을 사용하므
로써 헬멧(12)에 착탈가능하도록 부착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빗장 장치(latching device)를 사용하
여 ISRO 모듈(30)을 헬멧(12) 상에 맞물리게 할 수 있으며, 케이블(38)을 잡아당기므로써 (또는 다른 해
제 장치를 사용하므로써) 빗장 장치가 해제되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점은 본래의 표준 비행사 헬멧에 사용될 수 있고, 또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에 장착하는데 있
어서 크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들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본 발명은, 각각의 승무원들에게 완비된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를 제공할 필요없이,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의 ISRO 모듈(30)이 다양한 승무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비행기에 적재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용자(10)가 모듈(30)을 제거할 기회없이 비행기로부터 탈출하는 경우, 공형 하우징(3
2)은 결합된 헬멧과 바이저/컴바이너의 공기 역학적 외형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도록 형성된다. 예를 들
면, 의식을 잃은 승무원이 다른 승무원에 의하여 비행기로부터 탈출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으로 인하여, 케이블(38)이 자유로이 당겨지거나 또는 사용자(10)의 탈출에 응하
여 절단되도록 배열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식될 것이다.

본 발명의 특히 양호한 예시적 실시예를 참조하여 본 발명이 도시되어 설명되었지만, 그와 같은 참조는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 어떠한 그와 같은 제한도 의도되지 않는다. 본 발명은 단
지 다음의 청구 범위의 교시와 범위에 의하여만 제한되는데, 이 청구 범위는 본 발명을 역시 한정하므로
써 모든 사항의 동등물에 대해 충분한 인식을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돌풍 방지용 바이저(visor)를 가지며, 이미지 투사기 및 투사된 이미지를 헬멧 착용자의 눈에 반사시키기 
위한 반사 투과 컴바이너(combiner)를 갖는 비행사 헬멧에 사용되는 유형의 모듈형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로서, 상기 바이저는 풍경에 대한 시야를 제공하도록 상기 착용자의 한 쪽 눈 앞에 배치되는 투과 시야부
(18,20)를 갖는 바이저/컴바이너 모듈(14)로 구성되며- 상기 시야부(18,20)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반사되
는 특성을 갖고 상기 바이저/컴바이너의 반대편을 향하도록 각도가 조정되는 내부면(48)을 가짐-, 상기 
이미지 투사기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이미지 소스(34) 및 상기 헬멧 착용자가 시야를 제공받도록 상기 바
이저/컴바이너 모듈(14)의 내부면(48)에 상기 이미지를 투사하는 광 중계기(36)를 포함하는 모듈형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소스(34) 및 상기 광 중계기(36)는 공형 보호 하우징(conformal 
protective housing)(32)에 포함되어 이미지 소스 및 광 중계기(ISRO) 모듈(30)을 형성하며, 상기 ISRO 
모듈(30)은 상기 헬멧(12)의 외부면에 착탈가능하게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형 헬멧 장착 디스
플레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저/컴바이너 모듈(14)은 각각의 내부면(48)에서 상기 바이저/컴바이너의 반대
편을 향하도록 각도가 서로 조정되는 한 쌍의 시야부(18,20)를 포함하며, 상기 시야부(18,20)는 그들 사
이에 수직으로 연장되는 커스프(cusp)(22)를 함께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형 헬멧 장착 디스플
레이.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저/컴바이너  모듈(14)은  상기  헬멧  착용자의  관자놀이뼈  위치(temporal 
position)에 배치된 투과 윈도우부(44)를 포함하며, 상기 ISRO 모듈(30)은 상기 윈도우부(44)를 통하여 
상기 이미지를 내부로 투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형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는 상기 헬멧의 좌측 및 우측에 부착되도록 각각 구성된 한 쌍의 상기 
ISRO 모듈(3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형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한 쌍의 ISRO 모듈(30)은 상기 바이저/컴바이너 모듈(14)의 반대편 시야부에 이미
지를 각각 투사시킴으로써, 상기 투사된 이미지(projections)들이 상기 바이저/컴바이너 내에서 서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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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형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청구항 6 

돌풍 방지용 바이저를 가지며, 이미지 투사기 및 투사된 이미지를 헬멧 착용자의 눈에 반사시키기 위한 
반사 투과 컴바이너를 갖는 비행사 헬멧에 사용되는 유형의 모듈형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로서, 상기 바이
저는 풍경에 대한 시야를 제공하도록 상기 착용자의 한 쪽 눈 앞에 배치되는 투과 시야부(18,20)를 갖는 
바이저/컴바이너 모듈(14)로 구성되며- 상기 시야부(18,20)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반사되는 특성을 갖고 
상기 바이저/컴바이너의 반대편을 향하도록 각도가 조정되는 내부면(48)을 가짐-, 상기 이미지 투사기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이미지 소스(34) 및 상기 헬멧 착용자가 시야를 제공받도록 상기 바이저/컴바이너 모
듈(14)의 내부면(48)에 상기 이미지를 투사하는 광 중계기(36)를 포함하는 모듈형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에 있어서, 상기 바이저/컴바이너 모듈은 상기 착용자의 눈에 인접하여 위치되는 투과 윈도우부(44)를 포
함하고, 상기 이미지 소스(34) 및 상기 광 중계기(36)는 이미지를 상기 투과 윈도우부(44)를 통해 상기 
내부면(48)에 투사하며, 상기 바이저/컴바이너 모듈의 외형이 상기 헬멧의 외형과 정합되도록 하여 사용
자에게 실질적인 돌풍 방지 기능을 제공하며, 상기 이미지 소스(34) 및 상기 광 중계기(30)는 상기 헬멧
의 외측에 착탈가능하게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형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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