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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병사들의 사격능력을 평가하고 향상

시키기 위해 고가의 실탄을 사용하여 사격훈련을 한

다. 실탄사격 훈련은 비용과 시간의 부담은 물론, 각

종 오발사고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환경문제

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최근 야외실탄 사격장에서 유탄으로 인명피해

가 발생해 사격장에 대한 특별 점검과 사격장 폐쇄 

등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1]. 그러나 모의사격 

시스템을 이용한 훈련은 군사훈련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사고위험을 배제할 수 있

다. 모의사격 시스템은 실제사격을 대비하여 훈련하

거나 사격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모의사격 훈련 시스템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다양

한 시스템에 대한 관련 연구들이 있다. 레이저 빔의 

인식[2-4], 영상처리 기반의 표적 스코어링[5-7], 3차

원 영상사격 시뮬레이션[8], 모의 탄착점 추출[9–

11], 기타 모의사격 관련 정보처리 방법 등[12-15]의 

연구들이 있다. 그리고 이론적 연구보다는 주로 실용

적 연구로서 국내·외 특허와 논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연구 결과는 군·경찰의 모의사격 시스템 및 

민간 1인칭 슈팅 게임(FPS: First Person Shooter)게

임에 영향을 주어, 모의사격 시스템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의사격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4]. 먼저, 유형 1은 총

구에 광센서가 부착된 총기와 모니터 화면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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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이용해 가상의 탄착점을 찾아주는 시스템이

다. 그리고 유형 2는 총에 레이저를 장착하고, 격발시 

발사된 빛을 표적 스크린에서 감지하여 탄착점을 찾

는 시스템이다. 유형 1의 경우, 총구에 광센서를 부착

하므로 데이터 처리량이 많아, 중앙 사격통제시스템

으로 전송시간이 길어진다. 따라서 유형 2의 경우보

다 시스템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모의사격 시스템은 안전을 보장하고, 사용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음으로 경제적인 훈련 시스템으로 각

광 받고 있다. 또한, 몰입감 높은 시스템 적용으로 

교육효과의 상승과 해외수출을 통한 외화획득 등 부

수적인 이점이 많다. 현재 대부분 TDM (Time Divi-

sion Multiplexing)방식의 모의사격 시스템이 동남

아 및 유럽 지역에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TDM 방식의 모의사격 시스템은 시

간 간격 분할의 한계로 인해 연발사격 시에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획득한 실용신안[16]의 레이저 

패턴 방식을 도입하여, 동일 시간대에도 스크린에 있

는 여러 개의 레이저 패턴들을 허프변환(Hough

Transform)을 사용해 각 사로의 개별 사수 패턴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패턴 방식의 모의사격 

시스템은 연발 사격이 가능함을 제안한다.

2. 영상분석 기반 모의사격 시스템

일반적으로 머신비전(Machine Vision)은 산업현

장에서 인간을 대신해 작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에 주로 이용되어 왔다. 모의사격 시스템에 머신비전

을 적용시에 환경구성이 일부 달라야 한다. 산업현장

에서 검사, 측정 등의 업무 수행시, 관찰 대상의 사물

을 촬영하려면 밝은 조명이 필요하다. 반면에 모의사

격 시스템은 빔 프로젝트에서 스크린에 투영된 영상

을 획득, 가공해야 하므로 실내 환경은 어두워야 한

다.

Fig. 1은 머신비전을 이용한 모의사격 시스템 구

성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구성 요소로는 실장

비와 유사한 모의총기 및 비가시 레이저 모듈(Laser

Module), 콘텐츠를 투사하는 프로젝터, 영상을 획득

하는 카메라, 스크린, 네트워크 및 음향장치, 영상처

리와 결과물을 가공하는 컴퓨터 등이다.

프로젝터에서 목적하는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하

고 총의 레이저 모듈에서 사격을 하면, 스크린에 투

영된 영상을 카메라에서 획득한다. 이 획득된 영상을 

네트웍장비를 통해 각 장비들이 통신하여, PC에서 

목표물의 결과값을 도출한다.

2.1 기존 모의사격 시스템의 문제점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현존하는 모의사격 시

스템은 TDM 방식이 대부분이다. TDM 방식은 다수

의 탄착점이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지점에 형성되는 

경우, 패턴이 원형(Dot)으로 동일하여 사수구분이 

어렵다. 또한 목표 영상을 시간적으로 나누어 획득하

므로, 고속 연발사격 시에 다수의 사수를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로서, Fig. 2는 30 프레임/초의 영상을 각 사로 

당 7 프레임씩 할당하여 서로 중첩 없이 사수 구분을 

하는 방식이다. 즉, 1 사로의 사수가 (ON)시 2, 3, 4사

로의 사수는(OFF), 2 사로의 사수가 (ON)시, 1, 3,

4 사로의 사수는(OFF), 나머지 사수들도 동일한 방

법으로 시간을 분할하여 각자의 사로를 구분하는 방

식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TDM 방식은 단발 사격시

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대 소총 제원인 분당 수백 발

의 연발사격을 훈련하는 모의시스템으로서 결과 값

을 얻기는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본 연구에서는 

Fig. 3과 같이 총구에서 조사되는 레이저에 렌즈를 

부착해, 기존의 원형 형상을 막대 형상의 레이저 패

턴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① Projector

③ Screen

⑤ PC

⑦ Speaker

② Camera

④ Laser Module

⑥ Network Equipment, Audio

Fig. 1. Simulated shooting system using machine vis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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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ot Laser added“Bar”type lens.

즉, 각 사로에 Fig. 4와 같이 막대 형상의 패턴을 

부여하여 각 패턴의 각도를 비교 분석하므로 각 사로

를 구별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기존 TDM 방식에 비

해 상대적으로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속

사격에도 사로 간에 중첩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사수가 사격하여 탄착점의 중

첩이 발생해도 패턴들의 구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

하지 않는다. Fig. 4는 각 사로별 레이저 모듈에서 

패턴의 각도를 예시한 것으로, 1 사로 (a) 0°, 2 사로 

(b) 45°, 3 사로 (c) 90°, 4 사로(d) 135°의 각도를 가지

고 있다.

Fig.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패턴 방식의 영상

사격 시스템의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30 프레임/초

의 카메라가 획득한 영상을 예시한 것으로서, 1～4

30 Frame/1 Second

1 사로

2 사로

3 사로

4 사로

Fig. 2. Concept of impact point recognition in TDM (30 frame/sec Camera).

 (a)             (b)             (c)             (d)

Fig. 4. Pattern of each shooting lane.

30 Frame/1 Second

1 사로

2 사로

3 사로

4 사로

Fig. 5. Concept of impact point recognition in pattern method (30 frame/sec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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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는 각각 다른 각도의 패턴이 총구에 탑재되어 

있다.

2.2 제안 시스템의 전체 구성

제안한 패턴 기반의 모의사격 시스템의 전체적인 

처리 시스템의 구성은 Fig. 6과 같다.

2.2.1 영상 획득

영상처리 기법을 이용한 모의사격 시스템에서 카

메라를 통해 처음으로 획득하는 원시 영상은 카메라 

영역 안에 배경과 스크린 영역이 혼재되어 있다. 이

것은 원시 상태의 정보들이므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처리를 하여, 탄착점 추출과 사로 구분 등 최종 결과 

값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2.2.2 전처리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 모듈은 특정하게 가공된 렌

즈를 장착하여 원형 레이저를 막대 형상의 패턴으로 

바꾸어 준다. 그러나 Fig. 7과 같이 막대 형상의 패턴

이 완벽하지 않고 중간에 불필요한 빛과 영상 전송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획득한 원시 영상은 연산효율과 작업 

편의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영상을 정규화하고, 이

진화할 뿐만 아니라 모폴로지를 사용하여 잡음을 제

거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1) 정규화

카메라가 획득한 원시 영상은 배경과 스크린을 동

시에 촬영한 영상으로서, 카메라 및 레이저 빔 간의 

각도 및 방향 차이로 인한 영상 왜곡이 발생한다.

Fig. 8에서 (a)는 원시 상태의 영상이다. (b)는 배경을 

제거하고 왜곡보정을 통해 스크린 영역만 남긴 영상

이다. 왜곡 보정은 카메라의 4개 좌표와 스크린 상의 

4개 좌표를 통한 원근변환 행렬을 이용하여 보정한

다. 그 수식은 식(1)과 같은 호모그라피(Homogra-

phy) 원근변환 행렬을 이용하여 좌표 변환을 한다. (c)

는 다음 단계에서 설명할 탄착점의 이진화 영상이다.

(1)

Image Acquisition

Preprocessing

∙ Normalization

∙ Binarization

∙Morphology

Bar Pattern Detection

Pattern Angle Extraction

Coordinate Correction & Final Result

Fig. 6.  System processing diagram.

1 Lane pattern 2 Lane pattern 3 Lane pattern 4 Lane pattern

Fig. 7. Example of impact point patterns acquired by a camera.

Fig. 8. Distortion correction and binarization process: 

(a) Raw image, (b) Distortion correction image, 

(c) Binar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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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진화

본 연구에서 원근 보정된 영상은 주변 밝기에 따

라 잡음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제를 식 (2)과 같이 

문턱치 값 T를 이용하여 T 이하 이면 0, 그렇지 않으

면 1로 지정하여 이진 영상으로 변환한다. 즉, T 이하

의 밝기 값은 잡음으로 판단한다.

Binaryˍ image
[x][y]

{
1, if Grayˍ image[x][y] ≥ T

0, else if Grayˍ image[x][y] < T
(2)

(3) 모폴로지

배경이 분리된 전경 영상에는 잡음이 많이 섞여 

있다. 이 잡음은 필터링이나 모폴로지 (Morphology)

기법을 통해 잡음을 제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경에서의 잡음을 제거하고 객체를 분리하기 위해 

모폴로지 기법을 사용한다. 모폴로지는 영상 내 객체

의 형상적인 면을 표현 또는 서술하는 관계로, 객체

를 뚜렷이 하는데도 이용된다[13]. Fig. 9는 닫힘연산

을 사용한 예이다.

2.2.3 막대 패턴 검출 

전체 영상을 이동하면서 한 객체의 화소들에 대해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객체화소들에 대해 새 번

호를 부여하는 식의 레이블링 작업을 통해, 막대 패

턴 객체들을 검출한다. 레이블링된 각 객체들은 픽셀

들의 수가 일정 크기일 때, 막대 패턴으로 인지한다.

2.2.4 패턴 각도 검출

1962년 Hough가 제안한 허프변환은 다음의 수식

을 이용하여 직선의 각도를 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진화 영상에 대하여 허프변환을 수행하여 직선을 

검출한다. 카티시안 좌표계의 직선을 극좌표계의 매

개변수로 나타내면 식(3)과 같이 나타난다[17].

    (3)

 ≤≤ 

여기서 는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범선의 길이를 

나타내며, 는 법선과 x축이 이루는 각도이다.

검출된 직선으로부터 각도를 추출하고 추출된 각

도가 이미 정의된 각도범위 안에 해당되면 그 각도는 

해당 사로를 인식한다. 예로서, 0° 1사로, 45° 3사로,

90° 2사로 135° 4사로로 정의할 수 있다. 각도의 허용 

범위는 ±20°이다. 다음 그림과 같이 검출된 직선의 

각도가 45°라면, 3사로로 인식한다.

Fig. 10의 (a)는 전처리 결과 영상의 예이며, 이 

영상으로 허프 변환을 수행하여 누적값이 가장 큰 

하나의 허프 좌표(ρ, θ)를 산출한다. (b)는 이 좌표 

값으로 직선을 검출하여 표시한 한 예이다. 제안한 

패턴 방식은 각 사로마다 다른 각도의 패턴을 사용한

다. 따라서, 카메라의 전 프레임을 각 사로에서 공동으

로 사용해도 시간 분할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2.2.5 좌표값 보정 및 최종 결과 출력 

스크린에서 검출된 탄착점의 좌표는 실제 훈련자

가 모의화기 가늠자/가늠쇠의 조준점을 통하여 표적

지의 중심을 겨냥한 조준점 좌표와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스크린에서 레이저의 위치와 조준점의 위치

가 다르기 때문에 이격 거리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

다. 실제 가늠자/가늠쇠 조준점과 레이저 모듈에서 

발사되는 지점과의 이격 보정의 개념도는 Fig. 11과 

같다.

이격 보정방법은 스크린 상에 감지된 비가시 레이

저의 좌표( , )를 훈련자가 조준점을 통하여 표적지

의 중심을 겨냥한 조준점의 좌표( , )와 같게 한다.

(a) (b)

Fig. 9. Example of a result image after morphology 

processing for an image with a broken bar 

shape: (a) Before, (b) After,

(a) (b)

Fig. 10. Example of straight line extraction using Hough 

transform: (a) Preprocessed image, (b) Line 

display as a result of Hough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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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
 ‘ =  - 

따라서 식(4)를 통해서 수정된 레이저의 좌표 ( ’,

 ’)를 보정한다.

3. 시스템 구현 및 토의 

3.1 제안 모의사격 시스템 구현 및 환경

레이저 패턴 영상분석 시스템은 크게 나누어서 레

이저 모듈, 카메라, 빔 프로젝터 등으로 구성되고 세

부적인 사항은 Table 1과 같다. 현재 시중의 레이저 

모듈은 원형 형상이 유일한데, 본 논문에서는 영상 

패턴을 획득하기 위해 막대 형상으로 특별히 가공한 

렌즈를 부가하였다. 그리고 적외선 필터를 카메라 렌

즈에 장착하였다. 레이저 패턴 영상분석 알고리즘은 

Windows 10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Visual C++ 2012

로 구현하였으며, 영상처리를 위해 OpenCV 라이브

러리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레이저 패턴 영상분석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K2 자동소총과 외양이나 무게가 유

사한 모의총기를 제작하고, Fig. 12와 같은 E사의 사

업장 환경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빔 프로젝

터로 영점 타킷 컨텐츠를 스크린에 투영하고, 기존 

TDM 방식과 제안한 패턴 방식의 모의화기로 영점 

타킷의 중앙에 단발 및 연발로 레이저를 격발하였다.

패턴 방식의 경우, 격발한 레이저 패턴은 1사로～4사

로 각각 0, 45, 90, 135°로 설정되어 있다.

먼저, 레이저 패턴이 조사된 스크린 화면을 캡처

한 실험 영상 480장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영

상에 대하여 각 사로의 고유 패턴을 분석해서 각 사

로의 패턴을 정확하게 추출하였으면 인식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각 사로별 인식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ecog. rate [%] = num of correctly recog.

patterns × 100/ total number of

experimental images (5)

여기서 Recog. rate는 각 패턴의 인식률을 가리키

며, 올바르게 인식된 각 패턴의 수는 중심 각도에서 

+20°～-20° 범위 내에서 기울어진 인식된 패턴의 수

를 말한다.

3.2 실험 결과

3.2.1 영상획득 및 전처리

카메라가 획득한 영상은 스크린 영역과 배경 영역

Fig. 11. Correction of the distance between the aiming 

point and the point launched from the laser 

module.

Table 1. H/W 구성 사양

항목 세부사항

① 레이저 
모듈 

파장 785 nm

출력 1 mw

입격전원 DC 5V

제조사 Raynics

② 컴퓨터 

CPU 인텔 I7-7700

RAM 삼성 8GB

HDD SSD 128GB

③ 카메라 

센  서 CMOS 1/3“, 5.6 mm

화소수 1024 * 768

Lens 4 mm

Filter IR 785 nm

제조사 Vision ST

④ 빔 
프로벡터 

해상도 1920 *1200

명암비 2000 : 1

ANSI 4,500

제조사 Cannon

⑤ 개발 
언어 

비주얼 스튜디오 2012

OpenCV 3.1

① 1 Lane ⑤ Beam projector

② 2 Lane ⑥ Camera

③ 3 Lane ⑦ Screen

④ 4 Lane ⑧ PC, Network & Audio

Fig. 12. System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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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재되어 있어, Fig. 13에서와 같이 원근 왜곡보

정, 이진화 등의 전처리로 결과영상을 획득하였다.

문턱치 값은 주위 환경(밝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

어서 환경마다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우선 획득된 

이진 영상에서 잡음이 제거되고 최적의 뚜렷한 레이

저 영상을 얻기 위해 실험적으로 문턱치를 정하였다.

본 논문에 적용한 문턱치 값 th = 20이다.

3.2.2 레이저 패턴 검출

잡음이 제거된 영상에서 레이저 패턴을 검출하기 

위해 레이블링을 통해 스크린에 조사된 레이저를 검

출하였다. Fig. 14는 검출된 레이저 영역을 표시한 

영상이다.

2.2.3 레이저 패턴 인식

레이저 패턴은 사로마다 서로 다른 각도를 가지고 

있다, 검출된 레이저 패턴 영역에서 레이저의 각도를 

허프변환을 통해 추출하고, 각 사로를 인식하였다.

Fig. 15는 레이저 패턴 영역에서 추출한 각도를 표시

한 결과 영상의 예이다.

(a) Raw image (b) Perspective correction image (c) Binary image

Fig. 13. Example of image acquisition and preprocessing.

(a) (b) (c) (d)

Fig. 15. Example of angle detection of pattern image: (a) Angle 0, (b) Angle 45, (c) Angle 90, (d) Angle 135.

(a) (b)

Fig. 14. Detection of Laser Pattern: (a) Labeling result 

image, (b) Separating each labelin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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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레이저 패턴 검출 및 인식 실험 결과

기존 TDM 방식의 사격과 패턴 방식에 대한 일반

사격, 연발사격의 실험과 중첩 사로 즉, 레이저 패턴

이 2개 이상 겹치게 하여 인식률에 대한 실험을 하였

다. 그 결과, Table 2～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본 

실험은 7 m 떨어진 거리에서 높이가 3 m, 폭이 4

m 인 스크린 상에서 맺혀진 레이저 패턴을 각 사로 

별로 인식한다.

Table 2는 TDM 방식의 각 사로 별 단발사격 실험 

결과이다. TDM 방식은 각 사로 간 할당된 시간만 

레이저에서 조사함으로써 중첩 현상이 일어나지 않

아, 100%의 인식률을 확인하였다.

Table 3에서는 연속 사격을 고려하여, 60 프레임 

카메라를 사용하여 캡처하고, 10발 연발사격을 수행

한다.

단발에 평균적으로 할당된 프레임과 시간은 각각 

1.5 프레임과 1/40초이다. 레이저 빔은 1/40초의 간격

으로 ON/OFF시에 잔상으로 인하여 스크린에 계속 

ON 상태의 모양으로 남게 된다. 이는 시간을 분할하

여 ON/OFF로 사로의 표적을 구분하는 TDM 방식

에서 사로 구분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동일한 원

형 모양은 사로의 중첩시 사수 구분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기존 TDM 방식은 고속 연발사격에서는 

실험이 불가능하였다.

Table 4a와 Table 4b는 제안한 레이저 패턴 방식

의 모의사격 실험 결과로서, 1사로～4사로에 대한 단

발사격과 연발사격에 대한 각각의 실험 결과이다.

이 경우에 10발/초 연발사격을 하여도, 단발에 평

균적으로 할당된 프레임과 시간이 각각 6 프레임과 

1/10초 이다.

Vision ST 회사의 60 프레임/초 카메라를 사용하

여, 본 실험에서 사용한 PC 상에서 타겟 인식과 분석 

시스템에 걸린 시간은 평균 약 15 ms이다. 따라서 

단발사격이나 연발사격에 대해 사로에 가용한 시간,

100 ms～1000 ms 이내의 시간에 단발 사격은 물론

이고 연발사격의 가능성을 보인다.

패턴방식에서는 시간을 분할하여 구분하는 TDM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프레임을 모든 사로가 

같이 이용 가능하다. 또한 각 사로의 패턴이 다르므

로 서로 분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앞의 Table 3의 

TDM 방식과 달리 연발사격이 가능하였다.

Table 5는 2개의 사로가 중첩된 경우에 대한 실험

이다. 최악의 상태를 고려하여 인위적으로 이웃 사로

에 대하여, 약 +10°와 -10°의 기우린 자세를 갖도록 

유도하여 사격하였다. 구분 (1)은 1, 2 사로가 중첩 

되었을 경우로서, 1 사로는 2 사로 쪽으로 근접하여 

약 10°만큼 기우렸고, 2 사로는 1 사로 쪽으로 근접하

여 약 10°만큼 기우려서 실험을 하였다. 이하 같은 

방법으로 구분 (2)～(3)까지 실험한 결과이다.

Table 6는 3개의 사로가 중첩된 경우에 대한 실험

이다. 구분 (1)은 1, 2, 3 사로가 중첩 되었을 경우로

서, 1 사로는 2 사로 쪽으로 근접하여 약 10°만큼 기

우렸고, 3 사로는 2 사로 쪽으로 근접하여 약 10°만큼 

기우렸다. 이하 같은 방법으로 구분 (2)～(3)까지 실

Table 2. Single-shot shooting by each lane in TDM: 30 Frame/sec 

No. Lane Pattern
Assignment

Frame

Assignment

Time (sec)

Recognition

Rate (%)

(1) 1사로 ● 7 1/4 100

(2) 3사로 ● 7 1/4 100

(3) 2사로 ● 7 1/4 100

(4) 4사로 ● 7 1/4 100

Table 3. Continuous shooting by each lane in TDM: 60 Frame/sec, 10 Bullets /sec 

No. Lane Pattern
Assignment

Frame

Assignment

Time (sec)

Recognition

Rate (%)

(1) 1사로 ● 1.5 1/40 -

(2) 3사로 ● 1.5 1/40 -

(3) 2사로 ● 1.5 1/40 -

(4) 4사로 ● 1.5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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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결과이다. Fig. 16은 Table 6의 실험에서 대표적

인 예시로 3개의 사로가 중첩된 패턴들에서 각 사로 

패턴을 분리 인식한 결과 영상들을 부분 확대하여 

보여준다. 결과 부분 영상들에서 다른 색상의 동그라

미는 각 사로를 의미한다.

상기 실험에서 보듯이 사로의 표적이 2～3개 중첩

된 상태에도, TDM 방식의 경우와 달리, 각 사로의 

패턴을 구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안한 레이저 패

턴 방식의 모의사격 시스템은 Table 4의 단발/연발

의 경우나, Table 5～7과 같이 인접 사로와의 중첩 

사격에도 100%의 인식률을 얻었다. 또한 기존 연발

사격이 불가능한 TDM 방식에 비해 연발사격의 가

능성도 확인하였다.

4. 결  론

영상 목표물을 향해 사격한 다수의 사수가 각자의 

사로를 중첩 없이 인식하는 기술은 모의사격 시스템

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이다. 기존 모의사격 시스

템인 TDM 방식은 단발사격에는 문제가 없으나, 연

발사격시에 시간 분할의 문제와 패턴 중첩 문제로 

인해 사수의 구별이 어려워서 실제 고속 연발사격 

훈련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제안한 레이저 패턴 방식의 모의사격 시스템에서

는 현재 거의 대부분의 모의사격 시스템에서 적용하

는 레이저 원형 방식을 탈피하여, 각 사수가 격발한 

막대 형상의 레이저 패턴의 각도를 계산하여 사수와 

사로를 구분하는 새로운 기술이다. 기존 TDM 방식과 

달리, 상대적으로 시간 분할의 제약이 없어서, 각 사수

의 정확한 탄착점 인식이 가능하다. 즉, 다수의 사수가 

발사한 레이저 패턴을 감지 카메라가 감지하고, 머신

비전 기술을 이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레이저 패턴 방식의 모의사격 시스템을 구현한 

후, 각 사로에 대한 일반 사격과 중첩 사격의 경우를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사로별 패턴의 분리가 가능

해 탄착점의 중첩이 발생해도 100%의 인식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각 사로 당 프레임 수와 기용한 시간

Table 4a. Single-shot shooting by each lane in Pattern based method: 60 Frame/sec

No. Angle (±20°) Lane Pattern
Available

Frame

Available

Time (sec)

Recognition

Rate (%)

(1) (1)0° 1사로 60 1 100

(2) (2)45° 3사로 60 1 100

(3) (3)90° 2사로 60 1 100

(4) (4)135° 4사로 60 1 100

Table 4b. Continuous shooting by each lane in Pattern based method: 60 Frame/sec, 10 Bullets /sec 

No. Angle (±20°) 사로 Pattern
Available

Frame

Available

Time (sec)

Recognition

Rate (%)

(1) (1)0° 1사로 6 1/10 100

(2) (2)45° 3사로 6 1/10 100

(3) (3)90° 2사로 6 1/10 100

(4) (4)135° 4사로 6 1/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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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연발사격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레이저 패턴 방식의 모의사격

은 프로토타입 실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

하였다. 향후 다수의 현장 적응력을 실험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안정적 시스템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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