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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육군의 화력장비 정비교육 중 특기병 교육은 실습용 장비가 부족하고 많은 교육생으로 실습기회

가 적고 정비실습 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실질적인 실습이 제한적이고 반복 실습이 어렵기 때

문에 교육적 효과가 미비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실제와 같은 체험훈련으로 교육성과를 높이는 훈련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훈련비용을 낮추고 실제와 같은 체험훈련을 

할 수 있으며, 표준 정비매뉴얼이 반영되고 팀워크를 이루어 훈련할 수 있는 가상훈련시스템을 제안

한다. 가상훈련시스템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비용을 낮추고 실제와 같은 훈련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3차원 디스플레이 시스템인 HMD를 이용한 1인칭 시점의 가상훈련시스템은 육

군 화력장비 정비교육에 적합한 시스템이며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다른 장비와 타군의 정비교육에도 

활용되어 군의 정비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Special training soldier for thermal equipment during army heavy equipment maintenance education is small training 
equipment and many trainees have few opportunities for practical training, and there is a high risk of safety accidents 
during maintenance training. Because practical training is limited and repeated practice is difficult, a training system is 
needed. In this study, we propose a virtual training system that can reduce the training cost beyond the time and 
space, enable realistic experiential training, reflect the standard maintenance manual, and train teamwork.
The virtual training system using the virtual augmented reality is a system that can reduce the cost beyond the space 
and time and can be practically practiced. The first-person virtual training system using HMD, which is the 
three-dimensional display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is suitable for army thermal equipment maintenance education 
system . The proposed system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maintenance training of other equipments and other groups 
because it has good sca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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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육군의 화력장비는 대공포, 로켓 및 유도무기, 총
포 및 화포, 광학기재 및 감시 장비, 전차, 장갑차, 
자주포로 구분되며 해당 장비에 대한 정비교육은 
육군 종합군수학교에서 실시된다. 특기병 정비교육
은 특기별 기수별로 실시되고 교육기간은 3주이며 
교육과정은 이론, 실습, 평가로 실시된다. 육군은 
정비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교범 제작과  3D 
로 장비와 구성품을 모델링하고 실습을 위해 필요
한 크레인과 4계절 실습이 가능한 정비고, 실습용 
장비 등 시설물을 구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 교육방법으로는 인력과 시간 및 장비
투입의 한계로 교육적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육군 화력장비 정비교육 훈련시스템을 제안한다. 
특히, 시스템 개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 
모듈을 제안하고 현실을 고려한 구체적인 시나리오 
상황을 기획한다. 

Ⅱ. 정비교육 시나리오 및 시스템 구성

2.1. 시나리오 기획
화력장비 정비교육 시나리오는 유사점이 많은 전

차, 장갑차, 자주포로 한정하여 작성하고, 사용자정
비와 입고정비 두 가지 모드로 구성되며 그림 1과 
같이 정비교육 가상훈련시스템은 단계별로 프로그
램이 진행된다.  

(1) 사용자정비 
사용자정비는 장비운영부대에서 실시하는 정비로 

육안검사와 일반적인 소모성 부품과 오일을 교환을 
하는 것이다. 

교육생이 사용자정비를 선택하면 육안검사항목이 
화면에 나타나고 검사항목을 보면서 장비검사를 진
행 한다. 시나리오는 부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정비
소요를 반영하고 교육생은 모든 정비소요를 식별하
여 이상발생 부품을 체크해야 한다. 이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류메시지가 표시되고 누락하는 
경우 다시 검사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모든 정
비소요를 식별하면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육안검사가 완료되면 정비단계로 진행된다. 육안
검사에서 이상증상을 발견한 부품은 색상이 변하서 
화면에 보이고 교육생은 화면에 표시된 정비공구중 
적합한 정비공구를 선택해야 하는데 정비공구 선택
이 잘못되면 오류메시지가 표시된다. 적합한 정비
공구를 선택하면 이를 움직여 해당 부품에 터치하
는 것으로 정비가 완료된다. 

사용자정비는 단독 임무로 진행한다.

(2) 입고정비
정비부대에서 실시하는 정비로 사용자 정비보다 

복잡하고 특수 정비공구가 사용되는 정비이다. 
장비의 증상은 야전부대에서 주로 발생되는 현상

을 시나리오에 반영한다. 교육생은 장비증상에 따
라 문제의 구성품을 식별하여 해당 구성품을 터치
하고 잘못 터치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된다. 

정비소요가 있는 구성품을 터치하면 화면에 정비
공구가 표시된다. 교육생은 적합한 정비공구를 선
택해야 하는데 정비공구 선택이 잘못되면 오류메시
지가 표시된다. 

 구성품이 장비에서 분리되는 절차는 화면에서 
메시지로 알려주고 교육생은 메시지 내용을 따라 
필요한 공구를 선택해가며 분리 작업을 진행한다. 
분리된 구성품에서 교체해야 하는 부품은 정비공구
로 터치하면 부품이 교체된다. 

구성품 조립은 화면에서 알려주는 메시지를 따라 
진행하고 조립이 완료되면 정비가 종료된다.

입고정비는 팀 훈련으로 진행한다.
교육생은 자신의 점수와 취약분야를 확인할 수 

있고, 취약분야에 대해서 재훈련을 선택할 수 있다. 

2.2. 시스템 구성
시스템 구성은 VR 기반 시뮬레이터와 훈련정보 

수집 및 분석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1) VR 기반 시뮬레이터
VR 기반 시뮬레이터 해상도는 현실감을 증가시

키기 위해 FHD급 이상으로 제작하되 PC성능에 따
라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출력장치로
는 HMD와 터치 컨트롤러를 준비하고 이를 개별 
컴퓨터에 연결한다.

개별 컴퓨터는 메인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한
다.

(2) 훈련정보 수집 및 분석 시스템
훈련정보 수집 및 분석은 메인 컴퓨터에서 처리

하고 교관은 모니터를 통해 가상훈련상황을 모니터
링하고 필요시 가상훈련을 조정한다.

시스템 구성은 그림 2와 같이 메인 컴퓨터와 개
별 컴퓨터로 구성하며 메인 컴퓨터는 화력장비 정
비훈련 시나리오를 탑재하고 입출력신호 처리/생성 
및 관리를 하고, 개별 컴퓨터는 HMD와 터치 컨트
롤러에 입출력신호를 송출 및 수신하며 수신한 데
이터를 메인 컴퓨터로 송신한다.

 훈련정보 수집은 3대 요소(육안검사, 정비, 정비
공구)로 구분하여 수집하고, 훈련이 종료되면 점수
가 산출되고 개인의 훈련결과는 3대 요소로 구분되
어 표시하고 개인 점수는 교육생 평균 점수 및 최
고 점수와 비교하여 표시하고 성적 추이 그래프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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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나리오 흐름도

그림 2. 시스템 개념도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디스플레이 시스템인 
HMD(Head Mounted Display)를 이용한 육군 화력
장비 정비교육용 가상훈련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상훈련시스템은 기존의 
육군 화력장비 교육에 비해 시공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고, 교육생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
비교육과정 개발에 도움을 주고,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적 요소가 가미되어 교육생에게 흥미를 유발하
므로써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훈
련 시스템이다. 

 향후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만 
추가하면 전투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비요소
를 추가할 수 있고, 육군뿐 만아니라 해군이나 공
군 정비교육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
해 군의 정비능력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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