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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무기체계 성능의 향상 요구와 4차산업혁명의 
ICT기술발전에 맞추어 효율적인 연구수행방안이 
요구된다. 설계단계에서 VR 기술을 활용한 군수지원성 
검증을 수행함으로서 시제작 후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설계단계에서 개선이 가능하다. 그리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초기 요구사항에 반영되지 
못한 소요군의 교육훈련지원체계도 연구개발 단계에서 
확보한 검증도구를 활용하면, 적기의 훈련지원능력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VR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군수지원성 검증도구를 
소요군의 운영유지 단계의 훈련지원체계로 전환 구축 
결과를 제시한다.

It has been required more efficient R&D methodology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weapon systems 
and the fancy trends of ICT technolog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design stage, it is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s that may occur after prototype production by 
performing logistics verification using VR technology.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a weapon system that 
takes a long time, TSE that is not reflected as an initial 
requirement can be secured in a timely manner by 
converting the technology acquired in the R&D stag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the results of the 
transformation of DMS developed by applying VR 
technology in the R&D phase into Navy’s maintenance 
training suppor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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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방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요구사항분석, 기능분석, 기본설계, 상세설
계 단계를 거친 후 시제작을 수행하고, 이를 이용한 성능확인/평가 과정을 
통해 전력화되어진다. 무기체계 주장비 개발은 SE절차가 충실히 적용됨
에 반해 종합군수지원(ILS) 요소개발에서는 주장비의 상세설계 단계 이
후에 수행되어짐에 따른 일정상 제약조건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
라 요구사항관리 및 설계 단계에서의 종합군수지원 요소개발 업무 수행을
통한 개발 업무의 효율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무기체계의 요구사항이 강화될수록 무기체계 설계 및 구조 복잡도가 높
아져 운용 시 오류와 정비성 저하를 야기할 개연성이 있다. 또한 시제품에 
의존하여 설계 검증이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제품의 문제 식별 및 해
결책 제안을 위한 대처시간이 부족하여 초기 설계 대응이 어려워진다. 또
한 단순 설계 검증 도구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협업의 기회가 
줄어들어 부분적인 최적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31818/JKNST.2020.09.3.2.140&domain=http://journal.knst.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GIl-Hwan Heo et al., Development of Navy’s Maintenance Training Support Equipment Using Logistics Support Verification ... KNST

Journal of the KNST 2020; 3(2); pp. 140-146 141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상현실(VR) 기술
을 이용하여 개발 초기단계부터 사전에 설계사항을 검증하
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류에 의한 시제품
의 제작 횟수를 줄임으로써 개발기간 준수/단축 및 개발소
요예산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도약적으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포함
한 최신 과학기술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로 다가서고 있다. 
산업혁명은 18세기 인간에서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기계
의 힘으로 전환된 1차 산업혁명, 19세기 컨베이어벨트로 대
표할 수 있는 대량생산과 전기의 힘에 의한 2차 산업혁명을 
거쳐 20세기 후반의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 
기술을 통한 3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거쳐왔다.
오늘날은 융합과 초연결로 정의할 수 있는 기술인 

A-ICBMS(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
바일, 보안)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2010년대 초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등
과 같이 주요 국가별 이슈로 제안되다가 2016년 다보스포
럼에서 포럼의장인 글라우스 슈밥에 의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선포하였다.

Fig. 1. Industrial revolution flow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 수명주기동안의 군수지원성 보
장을 위하여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군수지원성 검증 기술을 
확보하여 수행하고, 운영유지 단계에서의 훈련지원장비로
의 전환개발을 위해 ILS 소요기술과 VR 기술을 융합하여 
개발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ILS 및 VR 기술동향을 살펴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 확
보한 군수지원성 가상검증기술(DMS)과 운용유지단계의 
가상정비교육훈련지원장비(VmTSE) 개발결과를 소개한
다. 또한 향후 DMS 및 VmTSE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제
안하고자 한다.

2. 기술동향 분석

2.1. 종합군수지원

1940년대에 미 국방부에서 무기체계 개발 이후 정비소
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운용유지비의 증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관리적인 측면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요구에 따라 
1964년부터 미 국방부에서 종합군수지원 개념을 제정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 초 해외도입 무기체계에 대한 미 
군사원조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한국의 제반 특성을 반영한 
무기체계 개발 요구가 됨에 따라 운용상의 군수지원 문제점 
해결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제도 도입은 국방관
리연구소(현 KIDA)를 중심으로 국외제도 소개와 국방부의 
관련 훈령 제정 등이 이루어졌으나, 국내 현실에 적용하기
에는 다소 부적합하였다. 그러나 1988년 국방부에서 종합
군수지원업무규정을 K1전차 도입시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보완, 개정으로 ILS 개발개념이 확립되었다. 

ILS 핵심요소는 RAM(reliability, availability, main-
tainability) 분석, 군수지원분석(LSA, logistics support 
analysis) 및 11대 요소개발(연구 및 설계반영, 표준화 및 호
환성, 정비계획, 지원장비, 보급지원, 군수인력운용, 군수지
원교육, 기술교범, 포장/취급/저장/수송, 정비 및 보급시설, 
기술자료관리)로 구성된다. 각 요소별 수행 프로세스는 
RAM분석 및 군수지원분석 결과들이 ILS 11대 요소개발에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아래 그림과 같다.

Fig. 2. Development procedure of ILS

그리고 최근에는 무기체계의 총수명기간 동안의 군수지
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가용도 적중률 향상을 위한 신뢰
도중심설계(DfR) 수행 요구와 ILS 요소를 대신한 수명유
지지속관리(LCS, life cycle sustainment) 요소개발이 요
구되고 있다. 

2.2. 가상현실 기술

가상현실이란 컴퓨터로 창조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
는 가상의 객체와 공간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현실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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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하는 기술을 말하며, 증강현실은 실제 환경에 가상
의 사물을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실제 존재하는 사물처
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그래픽 기술이다. 쉽게 말해서 아
래 그림처럼 실제공간과 가상공간의 범위에 따라 가상현실 
외에 증강현실 및 혼합현실로도 구분할 수 있다.

Fig. 3. Real domain vs. virtual domain

가상현실은 설계 검증 목적의 시뮬레이션 분야, 위험한 
고소작업 등 실제 수행이 곤란한 교육/훈련 분야, 홍보 등의 
성격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분야의 경우 1940년대 비행 시뮬레이터 개
발에서 시작되어 주로 제품 및 설비의 가상시제를 개발하여 
설계 및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발전해 왔다.

Fig. 4. Maintenance procedure generating simulation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위험한 환경 및 현실에서 극히 경
험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비행운전, 군 훈련) 
부분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교육/
훈련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최근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보통

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의 급격한 발전으로 모바일, HMD 등의 가상현실 기기가 일
반 사용자들에게 급속히 보급되면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분
야로, 게임·헬스·홍보 등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Fig. 5. VR training & VR game

Gartner사 자료(Emerging Technology Hype Cycle)에 
따르면, 가상현실 기술은 2015년에는 안정적 단계에 진입
직전의 기술로 판단하였으며, 2018년에는 이미 안정적 단
계도 벗어난 즉, 저변에 널리 통용되는 기술이 되었음을 아
래 그림에서 알 수 있다.

Fig. 6. 2015 Emerging Technology Hype Cycle

Fig. 7. 2018 Emerging Technology Hyp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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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의 세계 시장규모에 대한 판단은 Statista 자료
를 살펴보면 2015년에는 23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38억 
달러에 이르며, 2018년에는 52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제
시되어 있다.

2014 2015 2016 2017 2018

90

2,300

3,800
4,600

5,200

Fig. 8. Market size of virtual reality (Unit: million dollar)

3. 무기체계 군수지원성 가상검증 기술

무기체계의 기능설계 이후 형상이 결정되기 시작하면서 
제시되는 결과물인 도면정보를 이용한 설계단계의 군수지
원성 검증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디지털정비절
차검증장치(DMS, digital maintenance system)를 개발
하여 종합군수지원 업무(군수지원분석 및 요소개발 등)에 
활용하였다.

Fig. 9. DMS concept & functions

DMS는 설계검증(형상, 배치, 설치 및 간섭 등) 기능 이
외에도 정비 시연/시범을 위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며, 이
를 저장한 정비 업무컨텐츠를 이용하여 교육/훈련할 수 있
도록 개발하였다. 그리고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설계검증 중
심의 시스템인 가상정비 검증솔루션(DMS solution)과 교
육/훈련 중심의 시스템으로 모바일 또는 태블릿 등의 휴대 
가능한 장비에서 운용되는 3D 가상시제(DMS Viewer)로 
모듈화할 수 있게 개발되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다.

DMS 주요 기능으로는 가상시제, 3D 조작 기능, 정적/동
적 충돌체크 기능, 자동/수동 정비절차 생성 기능, 시뮬레
이션 저작 기능, 치공구 검증 기능, 인체 검증 기능이 있다. 

DMS 기능 중 핵심기술인 원통형 구조에 적용가능한 하
위 구성품의 자동 정비(분해/조립)절차 생성 및 검증 알고

리즘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어뢰-II(범상
어)체계 탐색개발 단계에서부터 적용하였다. 또한 체계개
발 단계에서는 기존 개발 알고리즘의 처리속도 개선 등을 
위하여 원통형 구조 특성을 고려한 기본 및 특정 rule 기반 
알고리즘을 추가로 자체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기본 rule은 기존 개발한 일반형 분해 프로세스와 유사
하며, 원통형 구조물의 기하학적 특성 및 GBL 구조 특성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분해되는 순서를 기본 rule로 정의하
며 rule에 따라 자동분해하는 기법이다. 즉, 반드시 BOM의 
부모로부터 분해(GBL의 tree level)되어야 하며, 분해 방향
은 원통형 구조 방향에 따라야 한다. 
특정 rule은 일반형 분해순서를 따르지 않고 분해되는 
프로세스이며 탈거대상부터 바로 6방향 분해가 가능한지 
분해모의하면서 직계가족의 반대로 시도하는 방법이다. 탄
두부의 신관처럼 BOM 구조에서 tree level과 무관하게(순
서대로 분해하지 않고) 분해할 수 있는 구성품인 경우 적용
하는 rule이다.

Fig. 10. Specific rule case

또한 시뮬레이션 처리속도 개선을 위하여 분해전 구성
품간 충돌검사 방법으로 projection mesh 방법을 적용하
였으며, 기존 알고리즘 대비 처리시간이 약 1/4 정도 소요되
어 획기적 개선을 이루었다.

샘플링한정점
일반정점

Fig. 11. Projection mesh approach

DMS는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검증 기능 외에 검증수행
을 위해 구축된 개발결과의 컨텐츠를 이용하여 소요군의 
운용유지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게 개발하였다. 무기체계
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실물을 아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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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제를 이용하여 소요군 내에서 수행하는 설계 개선 활
동 및 기반 근거 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이는 곧 개선 방안
을 도출하여 “기술변경” 사항을 제안할 수도 있으며, 컨텐
츠 제작 핵심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훈련컨텐츠를 개발시에
는 교보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해
군병기탄약창에서 국과연 개발기술을 활용하여 비교적 단
기간에 가상정비교육훈련지원장비를 구축하게 되었다.

4. 해군 가상 정비훈련지원장비 전환 개발

최근 무기체계의 고성능화에 따른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어느 시기보다 중요해져가고 있다. 유도무기, 어뢰와 같은 
실물장비를 자주 접하지 못하는 고가의 장비일수록 더욱 
교육훈련이 중요하기에 대체재로서 가상교육훈련장비의 
구축 및 운용이 필요하다.

Fig. 12. Training trends

해군 병기탄약창에서는 전력화예정인 무기체계인 중어
뢰-II(범상어)에 대한 정비요원들의 정비능력 사전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필요성에 따라 가상훈련지원장비 확보방안
을 2018년도에 수립하였으며, 2019년에 국과연 보유기술
을 활용한 국방기술의 민수기술이전을 통한 제작사 기술 
확보 후 VTSE 사업을 추진하였다. 

Fig. 13. VTSE Conceptual Diagram

기존 DMS를 활용한 프로그램 고도화(UI/UX 개선 등), 
대상체계 3D resource 개선 제작, 구현환경 모델링 및 지원
장비 모델링을 바탕으로 중어뢰-II(범상어)체계의 장비소
개 및 정비훈련용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병기탄약창 정
비요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자가학습용(PC기반), 교수/강의
용(전자칠판기반) 및 체험훈련용(VR장비 기반) 등 3가지 
유형의 훈련장비에 탑재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Fig. 14. VTSE type

먼저 DMS 핵심기술인 절차생성 시뮬레이션 기능을 기
반으로 “VTSE MAKE” 모듈로 성능개량하여 보다 손쉽게 
3D resource 및 훈련컨텐츠를 생성/편집/제작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Unity 환경을 채택하여 UI/UX 및 가상환경
의 그래픽렌더링 품질수준을 크게 개선하였다.

Fig. 15. VTSE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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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훈련용 컨텐츠는 형상교육용 컨텐츠와 정비절차훈
련용 컨텐츠를 구분 제작하여 탑재하였다.

Fig. 16. VTSE contents

또한 본 개발장비는 2019년 4월 해군의 Smart Navy 정
책의 일환으로 참모총장 주관으로 실시한 ‘신기술정책 평
가회의’에서 장비 시연 외에도 2019년 하반기에는 군의 요
청으로 ‘계룡대 지상군 페스티벌’, ‘MADEX 2019’과 ‘국방
M&S 국제학술대회’ 등에 전시, 소개되었으며, 개발장비 
구축 결과 및 활용 사례는 국방일보, 국방TV, Channel A 등 
다양한 방송매체에 소개되었다.

Fig. 17. Exhibitions with VTSE contents

또한, 2020년에는 대전시 주관 “SW융합 클러스터사업”

에 중어뢰-II(범상어) VTSE 2단계 사업이 선정되어 기존 
개발된 훈련지원체계에 고장 발생/처리 시나리오를 추가
함으로써 가상훈련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5. 향후 연구과제 및 개선방향

5.1. 디지털정비절차 검증장치

DMS는 4차 산업혁명의 최신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하고, 
보다 효율적 사용과 사용범위 확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 과제 등을 수행을 통한 성능개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한다.

• 사용자 맞춤형 모듈 개발 : 구현기술을 설계담당, 시
험평가 담당 등 사용자에 최적화된 기능으로 모듈화 
개발 필요함

• 절차생성 알고리즘 적용범위 확대 : 캐비넷형 장비 또
는 복합구성장비로 이루어진 경우의 절차생성 알고
리즘의 개발이 필요함

• Mobile utility 보강 : CBT 기능을 능가하는 수준의 
교육훈련지원 기능 구현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사용
접근을 위하여 증강현실을 포함한 mobile 기기 구현
이 가능하도록 개발 필요함

• 검증 능력 다양화 : 복합대형체계의 경우 복잡한 배
관, 케이블에 대한 설치 경로 최적화가 이슈인 만큼 
rigid 타입의 배관뿐만 아니라 flexible 타입의 케이
블 설치 경로 검증 등의 기능 다양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검증 도구의 다양한 DB 라이브러리(치공
구, 휴먼모델 등)의 선행 구축이 필요함

5.2. 가상 정비교육훈련지원장비(VmTSE)

VmTSE는 단기간에 구축된 컨텐츠를 확장, 운영하기 위
해서 피교육생의 자유도를 보장한 형태의 고장상황 발생
에 따른 trouble shooting 자체조치 훈련기능 개발과 같은 
연구 과제 등을 수행을 통한 기능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한다. 
중기적으로는 유사 무기체계 교육훈련 공유 컨텐츠 제
작기술과 같은 연구과제를 도출하여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고장발생예측, 원격정비지원과 통
합된 형태의 다양한 무기체계의 교육훈련 능력 확보와 같
은 연구과제 등의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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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어뢰-II(범상어) VTSE 시범운용 결과, 정비교
육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향후 무기체계 개발시에는 전자
식 교육훈련 교보재(CBT/IETM)를 VTSE개념으로 발전시
킬 필요가 있으며,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함께 정책 및 운영
부대에서는 무기체계 소요결정 단계에서부터 전력화지원
요소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장비와 동시에 교육훈련장비가 
개발/획득되는 개념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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