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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증강현실 기술은 실제공간에 가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증강하여 사용자가 증강된 가상정보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최근 증강현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군사훈련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훈련 중 대민피해,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실전적인 훈련이 제한되어 

증강현실 기술 기반의 훈련체계 도입이 불가피하나 현재 개발되고 있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군사훈련 시스템들

은 대부분 실내 훈련 시스템으로 별도의 설치공간이 필요하고 고비용으로 인해 특수훈련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

어 우리 군의 소대 이하 규모의 소부대 훈련 시스템으로 활용하기에는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

실 기술을 소대 이하의 소부대가 주둔지의 야외 훈련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dictionary definition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is "an enhanced version of reality where live 
direct or indirect views of physical real-world environments are augmented with superimposed computer-generated images 
over a user's view of the real-world, thus enhancing one’s current perception of reality". Since civilian property damages, 
noise and accidents during the field exercise by military or drills so that AR technology are indispensible with small units 
drills in Army. However because AR technology which Army has adopted are usually use for special units or need 
separate spaces which costs lots of budgets, those are not fit for small unit drills or tactics in regular Army. In this 
regards this paper suggests the AR technology which can apply small unit drill field and the efficiency and legal concerns 
thereof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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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증강현실은 실제공간에 가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증강

하여 사용자가 증강된 가상정보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1][2]. 증강현실 기

술은 최근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기반 기술, 영상 합성과 

센싱 기술 및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향상 등으로 꾸준히 

발전되고 왔으나 기기의 성능 부족 등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강현실 기

술은 2년 연속 인터넷 10대 이슈로 선정될 정도로 큰 주

목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성으로 해당 

기술시장은 현재 20조에서 ’20년에는 80조 ~ 100조원

의 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3]. 
국방에서도 ’17년부터 가상 및 증강현실 기반 실전적 

통합전투훈련체계 구축과 가상/증강/혼합현실 기반 군 

정비시스템 등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연구 및 사업을 

진행 중이다[4]. 현재는 사격훈련 및 정비 분야 중심으

로 추진 중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교육훈련, 작전수행, 
재난관리 및 의료 등 국방 여러 분야에 증강현실 기술의 

활용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가지 국방분야 중에서도 교육훈련(Training)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필수분야로 전술훈련을 통해 완성된다. 그러나 현재 개

발되고 있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군사훈련 시스템

들은 대부분 실내 훈련 시스템으로 별도의 설치공간이 

필요하고 특수훈련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5], 우
리 군의 소대 이하 규모의 소부대 훈련 시스템으로 활용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군부대 주변의 

급격한 도시화로 사격훈련 및 야외 전술훈련으로 인해 

제기되는 민원도 실전적인 훈련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

용하고 있다[6].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

둔지 내에서 소대급 이하의 소부대가 교육훈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 기술이 반영된 디스플레이와 상호작

용을 위한 센서가 통합된 야외전술훈련 방안을 제안하고 

이러한 훈련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의 일반

적인 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현재 소부대 야

외전술훈련의 문제점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소부

대 야외전술훈련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동작 알고리즘

을 설명한 뒤, 기존 전술훈련 방식과 비교분석하여 기대

효과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증강현실 기반 소부대 전

술훈련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향후 

발전방안과 결론을 도출한다. 

Ⅱ. 증강현실 기술의 개발 동향

증강현실 기술을 실외에서 적용하는 것은 날씨, 나무 

등 실제환경과 가상의 이미지를 매칭하고 실시간 정보

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므로 이를 구현하기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현실 기술에 

비해 접근성이나 부작용이 적어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증강현실 기술을 실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접목함으

로써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시도하고 있고, 관광 및 

문화 분야처럼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야도 있

다[7][8][9]. 본 장에서는 야외에서 활용을 목적으로 하

는 증강현실 기술 개발 동향을 알아봄으로써 소부대 야

외 전술훈련에 증강현실 기술 적용이 가능함을 제시하

고자 한다.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16년부터 실외 환

경 기반의 증강현실 게임 서비스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중 실외용 FPS(First-Person Shooter) 게임은 이미지 

트래킹 모듈, 실감영상 생성 모듈, 실외용 UI/UX 모듈 

및 관제모듈을 활용하여 개발했으며, 게임용 총기(모션

건)에 모션 센서를 부착하여 모션 인식 엔진에서 움직이

는 궤적을 분석하여 인식토록 하였다. 현재는 개발을 확

장하여 다수의 인원이 야외에서 게임에 참여하고,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게임 진행에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

록 ‘다중지역을 지원하는 증강현실 게임 콘텐츠 관제 모

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다[10][11].
다음으로 골프 스포츠의 대중화와 함께 급격히 성장

하고 있는 골프 관련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2018년 3월 15일에 열린 미국 PGA 투어 아놀드 파머 인

비테이셔널 개막 라운드 일부가 AR Kit으로 개발된 증

강현실 앱을 통해 중계되었다. 이 앱의 사용자들은 세계

적인 골프 선수들의 샷을 본인들이 희망하는 방향에서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 애플리케이션

은 연내에 증강현실 기술을 보완 적용하여 골프 코스 위

의 선수를 마커인식으로 스캔하여 해당 선수의 과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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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궤적이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12].
다음으로 관광 분야에 적용된 증강현실 기술을 볼 수 

있다. 2016년 말 창원시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지역 내 

관광지를 소개하는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인 ‘나온나’ 
앱을 개발하여 배포하였다[9]. ‘나온나’ 앱에는 관광 명

소의 360도 VR영상 제공과 더불어 관광지를 대표하는 

철새, 단감 등을 찾아 스마트폰에 증강현실로 보여주는 

스탬프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 중구, 경
기 수원, 대구, 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 스마트 관광을 위

한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제공 중이다.
미 육군 전자통신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센터에서는 

2017년에 전술증강현실 기술활용하여 전투원이 전장상

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Heads-Up Display를 

발표하였다. 소형 웨어러블 컴퓨터와 항법기능, 3D 지
형 모델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장상황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5][13].
2017년에 ITEC 전시회에서 발표된 Coalescence 훈

련체계는 지상, 해상 및 공중에 대한 혼합현실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시뮬레이션 및 훈련 산업에 있어 차세대 

증강현실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5][14].
이외에도 실전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BAE systems 

사의 Q-warrior, 미 해병대에서 전차, 헬기 등을 증강현

실로 나타내 주어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TT도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Ⅲ. 증강현실 기술의 소부대 야외전술훈련 활용 
방안

본 장에서는 현재 우리 육군의 소부대 야외전술훈련

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대 이하 

제대의 훈련에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장치를 착용하

고 훈련장 내에 설치되는 센서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주둔지 내 훈련장에서 실전과 유사하게 적이 있는 훈련

을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소부대 야외 전술훈련의 문제점

소대 이하 제대의 전술훈련은 각개전투, 분대 전술훈

련, 소대 전술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소부대 

전술훈련의 경우 대부대 훈련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반

복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둔지에서 실시하

게 된다. 하지만 주둔지 내에 설치된 훈련장은 그림1에
서 보는 것과 유사하게 설치된 각개전투훈련장이 대부

분이다. 각개전투훈련장은 지정되어 있는 장애물을 통

과하면서 적이 없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실전성이 부족

하며 훈련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쌍방훈련이 제한된

다. 또한 분대장이 지휘하기는 하지만 각 장애물에 맞게 

지정되어 있는 명령만을 하고 즉각대응사격훈련은 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쌍방훈련을 위해서는 주둔지 외부

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고 주둔지 외부 훈련 간 사유

지를 침범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민피해로 민원이 제

기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전적인 훈련을 위해서 군은 마일즈장비를 활용하

여 과학화전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1개 소대가 마일

즈훈련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매우 한정적이다. 1개 보병

사단에는 약 80개의 소총소대가 있다. 2개 소대가 마일

즈장비를 이용하여 4박5일간 쌍방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80개의 소대가 마일즈훈련을 할 수 있는 기간은 5일 

~ 10일이 된다. 병사의 복무기간을 21개월이라고 했을 

때 한 명의 병사가 복무기간 중 마일즈훈련을 할 수 있

는 기간이 최대 20일에 불과한 것이다. 즉 마일즈훈련을 

통해서 실전적 전술훈련의 효과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

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군의 여건상 

소대 이하 제대의 전투원들이 야외 전술훈련을 하는 것

이 제한되어 교육훈련을 통한 전투력 향상은 군이 시급

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Fig. 1 Individual Training Field 
(See, http://blog.daum.net/hss7026/825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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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증강현실 기술의 전술훈련 활용 방안

앞에서 우리는 소대 이하 제대가 주둔지에서 실전적

인 야외 전술훈련을 하기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

는 것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

하고 실전적인 야외 전술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센서와 증강현실 기술을 소부대 야외 전

술훈련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2.1. 훈련시스템 구성 요소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소부대 전술훈련시스템은 

훈련을 하는 전투원이 착용하는 장치와 훈련장에 설치

하는 장치, 그리고 훈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투원은 증강된 적을 표시해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 

상호작용에 필요한 센서, 사격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장

치가 필요하다. 훈련장에는 전투원의 위치를 식별하여 

해당 정보를 전투원에게 보내줄 수 있는 장치와 전투원

이 사격을 했을 때 피격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하며, 이 장치는 전투원의 사격 결과를 모니터링 시

스템으로 전송해 주는 송신장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

다. 그림2에서 이러한 훈련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보

여주고 있다. 

Fig. 2 Components of AR training system

3.2.2. 훈련시스템의 구동 방식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치를 착용한 전투원이 

훈련장에 설치된 센서에 일정거리(현재 구축되어 있는 

훈련장 여건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3M로 설정함) 
이내로 접근하면 해당 센서는 전투원의 디스플레이에 

적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하는 명령을 전송한다. 이 명령

을 받은 프로세서는 전투원의 디스플레이에 적을 전시

한다. 이 때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의 모습은 

머리만 보이거나 상체 일부만 보이거나 사격자세를 취

하고 나무 뒤에서 나오는 등 다양한 모습 중 한 가지 형

태가 임의로 나오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적의 모습을 식

별한 전투원은 적이 있는 방향에 대응사격을 해야 한다. 
대응사격을 하지 않고 일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강현실로 구현된 적이 훈련을 하는 전투원에게 사격

을 하고 이에 대해서 모니터링 통제용 서버는 전투원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등 피해를 판단하여 전송한다. 
사망으로 피해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훈련을 종료한다.

그림4는 이러한 훈련시스템을 이용해서 야외에서 전

술훈련을 하는 모습을 예를 들어 나타낸 것이다. 훈련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격시 소음 등 

전장소음은 디스플레이에 설치된 소형 스피커를 통해

서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실전과 유사한 훈련이 진행되

도록 한다. 

Fig. 3 Flowchart of AR training system

Fig. 4 Example of field training using A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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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대효과

소대 이하 규모의 부대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야외 전술훈련을 실시하게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둔지 내에서 적이 있는 훈련을 통한 실전성의 

강화 효과이다. 쌍방 훈련이 제한되는 주둔지 내 야외 

전술훈련에 있어 증강현실을 통해 적이 출현하는 상황

과 사격 등 전장소음을 구현함으로써 실전적인 훈련 시

행의 기간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 마일즈훈련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이다. 주둔지 

내에서 증강현실을 통한 전술훈련으로 실시간 상황조

치 능력을 배양한 후 마일즈훈련장에서 쌍방훈련을 실

시한다면 5일 ~ 10일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마일즈훈련

에서 즉각 대응 등 훈련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훈련체계는 현재까지 개

발된 증강/가상현실 훈련체계와 비교하여 별도 훈련 시

설 구비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각종 시뮬레이터나 증강/가상현실 훈련

시스템은 특정한 공간 내에서 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 및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경우 전투원이 착용하는 장치 및 

주둔지 내 나무 등에 부착되어 설치되는 센서 등으로 이

루어지므로 별도 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넷째, 훈련에 따른 민원의 감소 효과이다. 전술훈련

을 함에 있어 공포탄 사용이나 전장소음을 발생시키기 

위해 고성능의 앰프 및 스피커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 

전투원의 장치를 통해서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정도의 전

장소음을 발생시켜 훈련을 하게 되므로 기존 방식의 훈

련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을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른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훈련시스템을 제작하고, 유지·보수해야 하

므로 이에 따른 산업발전에도 기여하게 되는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Ⅳ. 증강현실 기술의 소부대 전술훈련 적용에 
대한 법제도 고찰

4.1. 훈련장에 대한 민원 및 법적 검토

우리사회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군의 훈련 또한 직접적인 민원제기

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격과 훈련장으로의 이동과 관련

된 민원은 계속해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17년에 국

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중 전방 군사령부 관할 지역의 

훈련장 자체에 대한 민원이 13건이 발생했다. 이중 5건
이 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고 훈련장 안전에 관

한 민원이 1건, 훈련장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민원이 3건
이다. 통계 자료에서는 제외했지만 훈련장에서 뺑소니 

사건도 1건이 있었음을 포함하면, 매년 제기되는 훈련

장에 대한 민원은 사격소음, 안전 그리고 훈련장으로의 

이동과 관련한 사건들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민원인이 평소 생활하는 환경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야

기하는 것이므로 생활 밀접형 민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목적에서 제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 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다57975 판결과 2012. 1.12. 선고 2009다84608 판
결에서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침해행위로 인한 공공성의 내용

과 해당 지역 환경의 특수성, 법이 확보하고자 하는 환

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 하는 방안의 유무 및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선고

하였다. 결국 환경관련 법규의 기준과 그 목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적용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

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즉, 군이 달성하고자 하는 

훈련의 목적이 분명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군의 훈련

장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에서 면책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4.2. 소부대 야외 전술훈련의 적용효과 

앞서 살펴본 생활 밀접형 민원들은 군의 위상을 실추

시키는 주요원인이다. 이와 같은 생활 밀접형 민원의 상

당수는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 경

우 국가(군)는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비용과 추

가적으로 피해를 방지하는 비용 또한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 훈련장 및 훈련과 관련된 민원은 해당 민원에 대

한 손해배상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훈련장 또는 군의 훈련에 관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해당 민원의 적절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민원

에 대한 사실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훈련은 잠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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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될 수밖에 없다. 블랙 컨슈머와 같은 악성 민원의 경

우에도 이에 대한 사실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훈련은 잠

정 중단된다. 훈련이 곧 전투력과 직결되는 군에 있어서 

훈련의 잠정중단은 전투력의 직접적인 손실을 가져오

는 것이다. 아울러 민원이 제기되고 그 민원의 적절성 

및 사실여부 그리고 위법여부를 불문하고 한 번 민원이 

제기된 부대는 지휘관을 비롯한 모든 부대원이 훈련을 

진행함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소극적인 훈

련 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행정적 훈련으로 대체하

려는 경향이 발생하여 이 역시 장기적으로 군 전투력 약

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훈련장에 대한 민

원을 최소화 하면서 훈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한 소부대 야외 전술훈련은 법적인 문

제에서 군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군의 이미지 제고 효

과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4.3. 기타 법적인 문제와 고려사항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와 함께 소부대 야외 전술

훈련뿐만 아니라 증강현실을 이용한 군 훈련체계의 변

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2~3년 이내

에 군 훈련체계가 증강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형태로 

상당부분 변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증강현실 

기술 등을 활용한 군 훈련체계의 도입은 다음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먼저 기존의 전통적인 훈련방식이 증강현실 기술 기

반의 훈련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통적인 훈련방식

과 관련하여 군 수요물자를 공급하는 산업의 위축을 야

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접경지역 군장병의 위수지

역 철폐가 장병의 군 인권증진이라는 이유에서 논의되

고 있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해당지역 지역주민의 생존

권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일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군 훈련방식의 변화는 기존 군수산업의 생존권이

라는 측면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증강현실 기술은 100% 실제훈련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

할 수는 없다. 이는 실제훈련의 현실감을 최대한 유사하

게 반영하여 훈련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반드시 기존의 전통방식의 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훈련 방식에 필요한 물자 수요

는 상당부분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장비로 대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증강현실기반의 훈련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실제 훈련

의 성과 달성을 위해서 그리고 기존 군수산업의 상생을 

위해서도 군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실제훈

련 실시 회수 등을 규정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다음으로 증강현실 기술의 초기도입 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초기 기술을 확보

한 업체에 대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보장도 동시에 고

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군의 입장에서도 경쟁 등을 통해 

기술력이 입증된 군 훈련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

여야 하므로 증강현실 기술 기반의 훈련체계를 도입함

에 있어 도입시기와 ROC 등을 미리 상당기간 앞서 공고

함으로써 후발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기술 경쟁을 

유도하고 원천기술보유업체의 특허권 등을 보호하는 

법규의 마련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예를 들면, 증강현실 기술 기반의 훈련체계 도입 1년 6
개월 전에 공고하여 능력 있는 후발업체의 참여를 독려

하고 너무 길지 않은 기간으로 원천기술 보유업체는 후

발업체에 원천기술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을 일정기간 법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Ⅴ. 결론 및 향후 발전방향

본 논문에서는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동

시에 군의 훈련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소부대 야외 전술훈련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제도 분석과 대안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증강현실 기술 기반의 훈련체계를 효과적으

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강현실 글래스의 개선, 센서장

치 및 통제시스템의 개발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

다. 또한 훈련에 있어 실전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콘텐

츠의 개발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

적인 뒷받침이 있다면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소부대 

야외 전술훈련은 훈련장 부족, 마일즈 훈련 시간 부족 

등 우리 군이 실전적 훈련을 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훈련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

우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또한 연계 기술들의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기존 

훈련 장비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업체들과의 상생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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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종류의 군사훈련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본 논문에서 제기된 훈련체

계의 구현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과 콘텐

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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