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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천연색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

요약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의 각종 항행체에서 운전자가 시선을 돌리지 않고도 주변 광경과 컬러 영상으로 
주어지는 항행 정보를 동시에 투시가능하게 하는 천연색 홀로그래픽 표시 장치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주
변 광경과 항행 정보를 동시에 투시가능하게 해주는 홀로그래픽 결합기는 렌즈 또는 구형 반사경의 특성
을 가진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가 매트릭스 형태로 된 것을 사용하며, 각 광학 소자는 대응하는 정보표시
판의 천연색 화소로부터의 빛만을 눈통으로 입사시킬 수 있게 아주 좁은 대폭을 가진다. 본 발명의 표시 
장치는 밝고 또한 상호 변조 잡음에 의한 화질 저하가 없는 천연색 영상의 표시가 가능하다.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구형 반사경 역할을 하는 종래의 홀로그래픽 결합기를 포함한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의 
광학 구성도.

제2도는 반사형 확산 스크린의 기능을 가진 종래의 홀로그래픽 결합기를 포함한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의 광학 구성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반사형  홀로그래픽  결합기를  포함한  천연색  홀로그래픽  표시  장치의  광학 
구성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반사형 홀로그래픽 결합기의 부분 단면도.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투과형 홀로그래픽 결합기를 포함한 천연색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의 광
학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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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정보원                                 2 : 중계 광학계

3 : 반사경                                 4 : 1차상

5 : 구형 반사경                          6 : 출사 동공상

7 : 관찰자                                  8 : 표시상

9 : 확산 스크린                          10 : 눈통

11 : 광원                                   12 : 조준기

13 : 정보 표시판                        14 : 반사형 홀로그래픽 결합기

15, 28 :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    16, 30 : 투명 유리 또는 투명 플라스틱 기판

17 : 천연색 화소의 허상              18, 21 : 청색용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

19, 22 : 녹색용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      

20, 23 : 적색용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

24 : 청색상                                 25 : 적색상

26 : 적색상                                  27 : 투과형 홀로그래픽 결합기

29 : 천연색 화소의 허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홀로그래피(Holography)응용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항공기나 자동차 등에 탑재
되어 주변 광경과 스크린에 표시된 천연색 영상(정보)을 동시에 볼 수 있고, 차내에 장착된 정지 지시기
(Stop Indicator)등에 적용될 수 있는 천연색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Head Up Display)에 관한 것
이다.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는  상기투사  장치의  일종으로  투사될  정보를  표시해  주는  CRT  또는 
LCD(Liquid Crystal Display)등과 같은 표시판, 이 표시판에 표시된 상을 전달해 주는 중계 광학계(Relay 
Otical System), 및 이 중계 광학계로 부터의 상을 조종사나 운전자의 눈으로 전달하여 조종사나 운전자
의 시야(Field of View)에 필요한 영상 정보를 표시해 주며, 동시에 외부 광경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출
사 동공(Exit Pupil)의 역할을 하는 홀로그래픽 결합기(Holographic Combiner)로 구성되어 있다.

홀로그래픽 결합기를 사용한 항공기의 헤드 업 표시 장치는 본 기술 분야에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홀로
그래픽  결합기는  홀로그래픽  원리를  이용해  만든  광학소자,  즉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Holographic 
Optical Element)의 일종으로서, 두 개의 다른 상을 동시에 결합시켜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홀로그래픽 결합기는 빛을 일부 투과시키는 것은 물론 동시에 반사경, 구형 반사경, 확산판, 렌즈 중의 
어느 하나 내지는 두가지가 복합된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홀로그래픽 결합기를 이용한 헤드 업 표시 장치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비행기 조종사
나 자동차 운전자가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원격 목표물을 계속 주시할 수 있도록 투사상이 무한
대에 생기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행기 조종사나 자동차 운전자가 항공기나 자동차의 진행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항행이나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투사상이 관찰자와 
가까운 거리에 생기게 하는 것이다.  투사상이 무한대에 생기게 하는 헤드 업 표시 장치의 일례로는 미국 
특허 제 4763990호에 기술된 것이 있다.

이하, 도1을 참조로 이 특허에 기술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다. 도1은 구형 반사경 역할을 하는 
홀로그래픽 결합기를 이용하여 투사상이 무한대에 생기도록 하는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100)의 
광학 구성도이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100)는 정보원(1), 이 정
보원(1)으로부터의 광을 중계하는 중계 광학계(2), 반사경(3), 및 홀로그래픽 결합기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원(1)으로 발광 대폭(Spectral bandwidth)이 좁은 CRT등을 사용하며, 홀로그래픽 결합기(5)는 부분적
인 투과가 가능한 반사판(Reflective Plane)또는 초점을 가진 구형 반사경(Spherical Reflecting Mirro
r)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보원(1)으로부터의 CRT화면은 중계 광학계(2)에 의해 반사경(3)으로 전달되 그 
전면에 있는 홀로그래픽 구형 반사경(5)의 초점면에 1차상(4)이 생기게 되며, 이 1차상(4)은 다시 홀로그
래픽 구형 반사경(5)으로 전달되어 그에 의해 무한대에 2차상이 형성된다. 중계 광학계 출사 동공의 상
(6)은 조종사가 투사상을 통해서 원격 물체를 투시할 수 있는 시역(View Zone), 또는 눈통(Eye Box)이라
고 불리는 영역을 형성하며, 관찰자(7)는 이 눈통을 통해 CRT화면의 2차상과 주변 광경을 동시에 보게된
다.

그러나, 홀로그래픽 구형 반사경(5)은 보통 수 도(Several Degrees)이하의 아주 높은 각 선택도(Angular 
Selectivity)를 가지므로, 각 발산(Angular Divergence)이 적은 입사빔 만이 구형 반사경(5)에 의해 평행
빔(Collimated Beam)으로 반사되어 눈통내로 입사한다.  이 평행빔의 폭은 실제 헤드 업 표시 장치에서는 
10㎝이하이며 중계 광학계 출사 동공의 상(6)과 크기가 일치하므로 시역, 즉 눈통이 매우 좁다.  또한 홀
로그래픽 구형 반사경(5)은 높은 스펙트럴 선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즉 반사 대폭이 보통 15 - 30㎚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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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기 때문에 단색의 상만 표시가능하다. 천연색 상을 관찰하기 위한 반사경형의 홀로그래픽 스크린은 
만들기가 어려워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투사상이 관찰자와 가까운 곳에 생기도록 하는 헤드 업 표시 장치의 일례로는 미국 특허 제 
5037166호에  기술된  것이  있다.   도2는  잘  알려진  홀로그래픽  확산  스크린(Holographic  Diffusing 
Screen)을 홀로그래픽 결합기로 사용하여 투사상이 관찰자 주위에 생기게 하는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200)의 광학 구성도이다.  이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200)의 구성은 도1에 도시된것과 유사
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정보원(1)에서의 표시상(8)이 중계 광학계(2)를 거쳐 
반사경(3)에 의해 홀로그래픽 확산 스크린(9)에 투사된다.  투사된 상은 확산 스크린(9)상의 각 점에서 
산란되어 눈통(10)에 놓인다.  이 경우 눈통의 크기는 홀로그래픽 결합기로 홀로그래픽 구형 반사경으로 
사용하는 경우(도1)에 비해 더 크다.  홀로그래픽 확산 스크린은 반사시킬 수 있는 발광 대폭이 홀로그래
픽 구형 반사경보다 넓어 천연색 영상의 투사도 가능하다.

그러나, 홀로그래픽 확산 스크린을 사용하면 헤드 업 표시 장치의 눈통의 크기롤 크게 할 수 있으나 회절 
효율(Diffraction Efficiency)의 값이 줄어 들어서 상의 밝기(Brightness)가 감소된다.  또한, 확산 스크
린은 간유리(Ground  Glass)와  같은 확산 표면을 가진 물체의 홀로그램이므로,  물체빔 간의 상호 변조
(Intermodulation)에 의한 잡음 영향으로 산란이 증가하여 확산 스크린 상에 상이 투사되지 않을 때에는 
스크린에 표시된 상에 후광(Halo)이 생기게 되어 상의 명암이 나빠진다.  확산 스크린을 홀로그래픽 결합
기로 사용하는 경우는 스펙트럼의 분산(Dispersion) 때문에 천연색 영상의 표시가 어려우나 분산을 아주 
크게 하는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천연색 영상의 표시가 가능하다.  이 경우문제는 회절 효율이 줄어드는 
데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헤드 업 표시 장치들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출된 것으로서, 
분 발명의 목적은 눈통의 크기가 크고, 회절 효율이 높고, 상호 변조 잡음도 없는 천연색 상을 표시할 수 
있는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천연색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는, 투사될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정보 표시판, 상기 정보 표시판에 
표시된 상(Image)을 전달하기 위한 중계 광학계(Relay Optical System), 및 상기 중계 광학계로부터의 상
을 관찰자의 시역, 즉 눈통에 전달하기 위한 홀로그래픽 결합기(Holographic Combiner)를 포함하여 구성
된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정보 표시판이 천연색 LCD나 천연색 LED 매트릭스 형태
의 2차원 화소 배열을 가진 표시판이고, 상기 홀로그래픽 결합기가 상기 정보 표시판의 화소수와 동일한 
수의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들로 구성되며, 상기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들이 상기 정보 표시판의 화소 배열
과 동일한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들은 투명 유리나 투명 플라스틱 기판에 접착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들은  적색,  청색,  및  녹색에  해당하는  발광  대폭(Spectral 
Bandwidth)의 빛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반사시키는 구형 반사경(Spherical Reflecting Mirror)
의 특성을 갖는다.

바람직하게는, 관찰자의 시야를 형성하는 상기 눈통의 크기가 상기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의 가로, 세로 
길이와 초점 거리에 따라 정해진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중계 광학계는 상기 정보 표시판의 천연색 화소 각각을 상기 홀로그래픽 결합기 내의 
대응하는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에 입사시킨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들이 렌즈특성을 갖는다.

또한, 본 발명의 천연색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는 정지 표시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실시예를 통해서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반사형 홀로그래픽 결합기를 포함한 천연색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300)의 
광학 구성도이다.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천연색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300)는 광원(11), 
조준기(Collimator)(12),  정보  표시판(13),  중계  광학계(2),  반사경(3),  및  반사형 홀로그래픽 결합기
(14)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정보 표시판(13)으로는 천연색 LCD나 천연색 LED 매트릭스 등과 같은 2차원 
화소 배열을 가진 표시판을 사용하며, 홀로그래픽 결합기(14)는 관측자에서 항공기 또는 차량의 앞창(즉, 
홀로그래픽 결합기 부근)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관측자 눈의 해상도와 관측자의 상하 및 좌우 시야각을 
고려하여 정해진 수의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15)와 투명 유리나 투명 플라스틱 기판(16)으로 구성된다. 
바람직하게는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150)는 상기 표시판의 화소수와 같은 형태와 개수로 배열된다.  정보 
표시판으로부터의 천연색 상을 구성하는 각 화소는 중계 광학계(2)를 통해 대응하는 홀로그래픽 결합기
(14)의 한 구성 소자에 의해 눈통의 위치에 전달되며 또한 홀로그래픽 결합기(14)를 구성하는 각 광학 소
자(15)는 대응하는 색상의 빛만 눈통으로 전달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빛의 손실이 없다.  또한, 각 
광학 소자(15)는 확산판의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회절 효율이 높고 또한 상호 변조에 의한 잡음도 없다.

다시, 도3을 참조로 본 발명에 따른 천연색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300)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한
다.  광원(11)으로부터의 빛이 조준기(12)에 의해 평행빔으로 되어 천연색 LCD와 같은 정보 표시판(13)에 
표시된 상을 조명한다.  정보 표시판(13)으로 천연색 LED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광원과 조준기가 
필요없다.  정보 표시판(13)으로부터의 광은 중계 광학계(2)에 의해 반사경(3)을 거쳐 홀로그래픽 결합기
(14)에 입사한다.  홀로그래픽 결합기(14)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된 여러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15)가 투명 유리 또는 투명 플라스틱 기관(16)위에 접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도3에서는 반사경(3)에서 반사된 광이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들(15)에 직접 입사되도록 홀로
그래픽 광학 소자들(15)이 투명 유리 또는 투명 플라스틱 기판(16)위에 접착되어,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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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15)이 외부의 악천후에 영향을 덜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 반대로 접착되어 있어도 좋다.  즉, 반사경
(3)에서 반사된 광이 유리 또는 투명 플라스틱 기판(16)을 통해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들(15)에 입사되도
록 접착되어도 된다. 중계 광학(2)계는 정보 표시판(13)의 각 화소를 이에 대응하는 홀로그래픽 결합기내
의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들에 입사시킨다.  각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15)는 빨강, 노랑, 초록색에 해당하
는 발광 대폭의 빛 중에서 어는 하나만 선택적으로 반사시키는 구형 반사경의 특성을 가지며, 정보 표시
판(13)의  대응하는  천연색  화소로  부터의  광만을  눈통(10)에  입사시키고  또한  천연색  화소의 허상
(Virtual Image)(17)이 자신을 중심으로 눈통과 반대측의 조금 떨어진 곳에 생기도록 한다.  본 발명의 
천연색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300)에 눈통(10)의 크기는 각 홀로그래픽 광학소자(15)의 가로, 세
로 크기를 조절함에 의해 눈통(10)의 가로, 세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눈통(10)의 크기의 조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만약,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15)에 
의해 광원(11)의 허상(17)이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15)에서 초점 거리 f만큼 떨어진 거리에 나타나고, 홀
로그래픽 광학 소자(15)의 크기(가로 × 세로)를 a, 눈통(10)의 크기(가로 × 세로)를 b, 눈통(10)과 홀
로그래픽 광학소자(15)간의 거리를 L이라고 하면, 닮은 삼각형 원리에 의해 눈통(10)의 크기 b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

b=a·(f + L) / f                            …(1)

따라서, 눈통(10)의 크기b는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15)의 크기 a에 비례하므로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1
5)의 가로, 세로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눈통(10)의 가로, 세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도4는 본 발명에 따른 홀로그래픽 결합기를 지면과 평행하게 자른 부분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투명 유
리 또는 투명 플라스틱 기판(16)에 접착된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는 녹색(18, 21), 청색(19, 22), 및 적색
(20, 23) 빛이 교대로 반사되게 배열되어 있다. 각각의 천연색 광학 소자는 해당하는 색상의 허상, 즉 녹
색상(24),  청색상(25),  및  적색상(26)을  생성시킨다.   허상(24,  25,  26)은  정보  표시판(13)의  녹색, 
청색, 적색 화소에 대응하는 상이다.

본 발명의 천연색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는 투과형(Transmission Type)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  
투과형의 경우 각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의 스펙트럼 선택성이 나빠서 동일한 특성을 갖는 홀로그래픽 광
학 소자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도5에는 투과형 홀로그래픽 결합기를 포함한 천연색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400)의 광학 구성도가 도시되어 있다.  광원(11)으로부터의 광이 조준기(12)에 의해 평행빔으
로 되어 정보 표시판(13)을 조명한다.  정보 표시판(13)으로부터 빛은 중계 광학계(2)에 의해 반사경(3)
을 거쳐 투과형 홀로그래픽 결합기(27)에투사된다.  투과형 홀로그래픽 결합기(27)는 도4의 반사형에서와 
같이 투과형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들(28)이 매트릭스 형태로 투명 유리 또는 투명 플라스틱 기판(30)위에 
접착되어 있다.  중계 광학계(2)는 정보 표시판(13)의 각 화소의 상을 대응하는 투과형 홀로그래픽 결합
기(27)의 투과형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28)에 투사시킨다.  투과형 홀로그래픽 결합기(27)를 투과한 광은 
눈통의 위치에 수렴된다.  각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28)의 가로, 세로 길이와 촛점 거리 그리고 간섭 무
늬의 공간 주파수 분포는 눈통으로 입사하는 빔의 방향, 각 발산, 및 발광 대폭을 결정한다.  각각의 홀
로그래픽 광학 소자(28)는 렌즈의 특성을 가지며 대응하는 화소의 허상(29)을 자신과 조금 떨어진 곳에 
만든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서는 홀로그래픽 결합기를 구성하는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들이 정보 표시판의 화소 배열과 동일
한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되고,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들이 적색, 청색, 및 녹색에 해당하는 발광 대폭의 
빛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반사시키는 구형 반사경 또는 렌즈의 특성을 갖고 있어 눈통의 크기가 
크고, 회절 효율이 높고, 상호 변조 잡음도 없는 천연색 상을 표시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본 발명을 실시예를 통해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본 
발명의 천연색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는 차량용 정지 지시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
으로 설명하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차의 뒷창 부근에 장착된 정지 지시기는 적색 플라스틱 확산기와 LED
를 이용한 방식과 소형 홀로그램을 이용한 적색 패턴 표시 방식(참고 : Ronald T. Smith, Holographic 
Center High Mounted Stoplight,SPIE Proc. vol. 1461. p149, 1991)이 있지만 이러한 기존의 방식들은 단
지 적색 또는 청색과 같은 단색 신호만 발하는 단순한 형태이다.  본 발명의 천연색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를 정지 지시기에 적용하면 단순한 패턴이 아닌 문자나 도형을 천연색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  
당업계의 통상의 전문가는 이러한 적용을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본 발명의 본질과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여러 가지 변형이나 수정이 가능함은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전문가에게 명백하다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투사될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정보 표시판, 상기 정보 표시판에 표시된 상(Image)을 전달하기 위한 중계 
광학계(Relay Optical System), 및 상기 중계 광학계로부터의 상을 관찰자의 시야를 형성하는 눈통(Eye 
Box)에 전달하기 위한 홀로그래픽 결합기(Holographic Combiner)를 포함하여 구성된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정보 표시판이 천연색 LCD나 천연색 LED 매트릭스 형태의 2차원 화소 배열을 
가진 표시판이고, 상기 홀로그래픽 결합기가 상기 정보 표시판의 화소수와 동일한 수의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들로 구성되며, 상기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들이 상기 정보 표시판의 화소 배열과 동일한 매트릭스 형
태로 배열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연색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들이 투명 유리나 투명 플라스틱 기판에 접착된 것을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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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천연색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들이 적색, 청색, 및 녹색에 해당하는 발광 대폭
(Spectral  Bandwidth)의  빛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반사시키는  구형  반사경(Spherical 

Reflecting Mirror)의 특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연색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관찰자의 시야를 형성하는 눈통의 크기가 상기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의 가로, 세로 
갈이와 초점 거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연색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 광학계는 상기 정보 표시판의 천연색 화소 각각을 상기 홀로그래픽 결합기 내
의 대응하는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에 입사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연색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
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들이 렌즈특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연색 홀로그래픽 
헤드 업 표시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차량의 뒷창에 장착된 정지 지시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연색 홀로그래
픽 헤드 업 표시 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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