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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현재 사격 및 전술훈련에 반드시 필요한 실전적인 소대급 이하에 적용 가능한 범용의 특화된 레이저 발사기를 활용한 사격 및 

전술훈련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격 및 전술훈련에 필요한 개발 규격 및 사양은 군부대 표준 

규격을 적용하고, 개발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는 군부대 및 경찰사격장 및 전술훈련장에 설치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테스트 및 평가하여, 소대급 이하 전문 사격 및 전술훈련용 장비를 개발한다. 실질적인 소대급 이하 사격 및 전술훈련용으로 레

이저 발사기, 격발장치, 감적장치, 각종 제어모듈 개발을 통하여 유∙무선 송수신을 체계화하여 통합 제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써, 실제 총기에 레이저 발사기를 부착하여 사격 및 전술훈련용으로 다양한 기술 확보를 통하여 관련 시장 선점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키워드: 전술훈련(tactical training), 통제용프로그램(control program), 레이저발사가(laser launcher)

I. Introduction

현재 군에서 사용하는 사격훈련은 비 효율적인 사격훈련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임. 사격술 예비훈련으로 2인 1조로 격발 및 조준연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기에 바둑알을 올려놓고 격발 및 조준 연습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과학화 훈련장에서 운용중

인 마일즈 장비는 대대급 및 중대급 이상의 부대를 대상으로 훈련하는 

시스템으로 근거리 전투 사격술 미흡, 이동/돌연표적 제압 능력 저조, 

일방훈련, 쌍방훈련, 종합훈련 등의 실전과 같은 소대급 전술훈련 

시스템으로 적용이 제한된다[1]. 

따라서 사격 및 전술훈련에 반드시 필요한 실전적인 소대급 이하에 

적용 가능한 범용의 특화된 레이저 발사기를 활용한 사격 및 전술훈련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 규격 및 사양은 군부대 표준 규격을 적용하고, 

개발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는 군부대 및 경찰사격장 및 전술훈련장에 

설치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테스트 및 평가하여, 소대급 

이하 전문 사격 및 전술훈련용 장비를 개발한다. 실질적인 소대급 

이하 사격 및 전술훈련용으로 레이저 발사기, 격발장치, 감적장치, 

각종 제어모듈 개발을 통하여 유∙무선 송수신을 체계화하여 통합 

제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실제 총기에 레이저 발사기를 부착하여 

사격 및 전술훈련용으로 다양한 기술 확보를 통하여 관련 시장 선점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국내연구 현황으로 사격훈련에서 실제 화기에 레이저 발사기를 

부착하여 실거리 사격술 훈련 사례는 전무한 상태로 사격술 예비훈련

으로 2인 1조로 격발 및 조준연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기에 바둑알을 

올려놓고 격발 및 조준 연습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전술훈련에서는 대대급 및 중대급 마일즈장비 활용하여 전술훈련 

하고 있지만, 소대급 이하 제대용으로 레이저 발사기를 적용한 훈련은 

행해지지 않는 상황이다[1,2].

국외동향으로 사격훈련에서는 국내와 동일하게 실제 화기에 레이저 

발사기 부착하여 실거리 사격술 훈련 사례 없으며 전술훈련에서도 

국내와 유사하게 중대급 마일즈장비 활용하여 전술훈련 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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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급 이하 제대용으로 레이저 발사기 적용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제어모듈 개발

개인용 통제기에 RF모듈, 제어모듈, 와이어리스(Wireless) 모듈, 

디스플레이창을 통합하여 조끼에 부착하고, 메인 통제장치에는 RF 

모듈, 제어모듈을 통합하여 적용하고, 통제용 SW는 훈련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Fig. 1. Control Module

제어모듈의 역할은 개인 통제기용, 메인 통제 장치용, 통제용 SW로 

각각의 제어모듈, 개인용 감지기의 레이저 신호를 수신하여 분석 

및 처리, 훈련병과의 인터페이스 역할, 훈련병 제어 및 훈련정보 

제공이다.

와이어리스 모듈(개인용 통제기)는 조끼/헬멧/발사기를 연동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용 모듈이고 RF 모듈(개인용 통제기 및 메인 통제장

치)은 개인용 통제기와 메인 통제장치 연동하는 상용 주파수용 모듈을 

사용하였다.

2. 통제용 프로그램 개발

Fig. 2. Block Diagram of Control Module

레이저 발사기 활용하여 전술훈련이 가능한 통제용 프로그램 개발 

방법으로, 소대급 이하로써 최대 40명 동시 전술훈련이 가능하도록 

개발, 교전정보, 교전결과, 피해율 처리, 훈련자 위규해위, 사태정보 

유지, 훈련결과 저장 등의 상태 값을 실시간 처리토록 프로그램 개발, 

통제관이 혼자서 훈련 진행, 훈련통제, 훈련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 전술훈련에 맞는 GUI 적용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실시하였

다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발사기를 활용한 사격 / 전술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전술훈련 시스템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련 시장 선점이 가능하고, 사격술 예비 훈련 관련 전문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획득하였으며, 열악한 환경에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장비의 에러 감소 기술 획득, 다양한 형태의 사격장 

및 전술훈련장 여건을 고려하여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시스템을 통하여 사업 분야 확장의 핵심 기술 획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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