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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없음

(54) 정밀 포격 시뮬레이터 시스템 및 방법

요약

    
포신에 레이저 스캐너 송신기가 구비된 사격수 탱크 상의 포가 설치된 포탑은 방아쇠가 당겨짐에 따라 레이저 빔을 방
사한다. 상기 레이저 빔은 재래식의 조준 및 추적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표준 발사 제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격수의 조
준 및 추적에 기초하여 표적 탱크로 향한다. 표적 탱크는 사격수 탱크의 포의 포구 시야에 대한 표적 방위각 및 표적 고
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레이저 빔으로 스캔된다. 표적 탱크의 포탑에 장착된 광학적인 수신기가 레이저 빔을 탐지하고, 
두 탱크의 GPS 좌표 데이터 세트를 비교함으로써, 시스템 제어 유닛은 표적 탱크까지의 거리를 결정한다. 표적 방위각, 
표적 고도, 표적까지의 거리 및 방아쇠를 당기는 시간에 기초하여, 상기 시스템 제어 유닛은 방아쇠를 당기는 시간에 제
1 탱크의 포로부터 발사된 시뮬레이션된 탄환의 표적 탱크에 대한 충돌 지점을 계산한다. 피해 판정이 이루어지고, 상
기 충돌 지점은 즉각적인 피드백을 위해 상기 사격수에게 전송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포격 시뮬레이션, 전쟁 시뮬레이션, 레이저 스캔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군사 훈련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시뮬레이션 전쟁 게임에서 탱크 포격을 시뮬레
이션하는데 적용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연소에 의한 동력을 이용하는 무기류는 오랜 동안 그 발사체의 경로 또는 궤적에 따라 분류되어 왔다. 모터는 탄환을 큰 
타원 궤도를 그리도록 고사각으로 발사한다. 탱크 포와 같은 포에서 발사되는 탄환은 직사각이거나 다소 하방으로 곡선
을 그리는 경로를 갖는다. 곡사포의 탄환은, 직사포보다 추진력과 폭발성이 작고 더 가벼운 포탄을 요구하면서도 상당
한 거리의 활 모양으로 굽은 경로를 날아가도록 실용적으로 절충된다.

    
미국 군대는 다중 집적 레이저 연관 시스템(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MILES)을 군용으로 
육군을 훈련시키기 위해 개발해 왔고, 광범위하게 사용해 왔다. 소총에는 약한 레이저가 장착되어 있어 광학적인 감지
기를 장착한 조끼를 입고 있는 군인을 쏨으로써 시뮬레이션된 사살이 이루어진다. 더욱 정교한 장치에서는, 위성항법장
치(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전파 탐지기를 장착한 훈련 유닛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지뢰밭은 물론 박격포나 
곡사포의 간접적인 발사가 시뮬레이션될 수 있다. 연막 및 음향이 실감을 더하기 위해 추가되었다.
    

    
탱크는 여전히 육군 공격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탱크에서의 포 발사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레이저 기반의 시스템에
서는, 120mm 탄환과 같은 실제 발사체는 곡선 궤적을 그리며 날아간다는 사실과 탱크로부터 표적이나 표적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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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시간이 실제로 많이 걸린다는 것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레이저 빔은 빛의 속도로 직선으로 움직
인다. 미국 특허 제3,588,108호, 제3,609,883호 및 제3,832,791호에 개시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포격 훈련 시스템
이 개발되어 왔다. " 부채 모양으로 휘는 빔이 방사되는 시뮬레이션 무기의 채점(SCORING OF SIMULATED WEAP
ONS FIRE WITH SWEEPING FAN-SHAPED BEAMS)" 이라는 제목으로 로버트슨(Robertson)이 특허 받은 미국 
특허 제4,218,834호에는 복잡한 전술적인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세 개의 미국 특허에서보다 더욱 정교하게 탱크 사격
을 시뮬레이션하도록 설계된 포격 훈련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시뮬레이션된 포의 발사 순간 또는 그 즈음에 납작하
게 각도가 휘는 레이저 빔이 방사된다. 또한 이와 같은 빔은 방위각과 고도에 의하여 유효 사거리 내에 있는 표적 역-
반사경(retro-reflector)의 위치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같은 시간 동안 거리, 방위각, 시뮬레이션되는 발사체의 
고도에 의해 즉각적인 위치 계산이 이루어진다. 시뮬레이션되는 발사체와, 역 반사경에 의한 차단 시에 발사체의 각도
상의 위치에 있는 각각의 빔 사이의 관계가 계산된다. 무기에서 반사경까지의 거리가 무기에서 발사체까지의 거리가 일
치하여 점수가 계산될 때, 또는 발사체가 반사경에 대하여 소정의 고도에 있어 점수가 계산될 때, 점수 계산은 앞서 언
급한 순간에 빔의 각도상의 위치에 대한 발사체의 관계에 기초한다. 채점 결과는 탱크 안에서 디스플레이 되거나 표적
에 명중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빔 모듈에 있는 표적에 전송된다.
    

앞서 언급한 로버트슨의 특허에 개시된 시스템 및 방법은 상업화되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GPS 전파 탐지기
를 이용하고, 복잡한 전술적인 상황에서 탱크 포격 훈련의 실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기능과 유연성이 향상된 더욱 
정교한 포격 훈련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른 포격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방아쇠를 당길 때 제1 위치에서 광학적인 방사 빔을 방사하는 방사부를 포
신에 구비한 포로 구성된다. 상기 빔은 사격수의 재래식 조준 및 추적에 기초하여 제2 위치에 있는 표적을 향하게 된다. 
포의 보어 시야(boresight)에 대한 표적 방위각 및 고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빔 방사와 함께 표적이 스캔된다. 방아쇠를 
당기는 시간이 제2 위치로 전송된다. 제2 위치에 있는 광학적인 수신기는 광학적인 방사 빔을 탐지하고, 시스템 제어 
유닛은 표적의 방위각 및 고도를 결정한다. 또한 상기 시스템 제어 유닛은 포 및 표적의 GPS 좌표 세트를 비교하여 표
적까지의 거리를 결정한다. 표적의 방위각, 표적의 고도, 표적까지의 거리 및 방아쇠를 당기는 시간에 기초하여, 시스템 
제어 유닛은 방아쇠를 당길 때 포로부터 발사되는 시뮬레이션된 탄환의 표적에 대한 상대적인 충돌 지점을 계산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에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및 방법을 이용하는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두 대의 탱크가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 1b에는 도 1a에 도시된 탱크 중의 하나에서 그 포구에 설치된 안테나들과 레이저 스캐너 송신기(transmitter)를 보
여주는 부분 확대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2에는 본 발명에 따른 각각의 탱크에 설치된 전자부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잇다.

도 3에는 시간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단계 순서를 설명하는 도면이 도시되어 있다.

    실시예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도 1a에는 본 발명에 따른 정밀 포격 시뮬레이터 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전체적인 구조가 도시되어 있다. 제1 아
군 사격수 또는 탱크(10)가 교전 중에 자신의 포(12)를 제2 적군 탱크(14)에 발사하는 장면이 도시되어 있다. 상기 
제1 아군 사격수 또는 탱크(10)는 제1 위치에 있고 상기 적군 탱크(14)는 상기 제1 위치에서 대개 수 백 미터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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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위치에 있다. 상기 탱크들(10, 14)은 그중 하나 또는 둘 모두 정지 하여 있을 수도 있고, 60km/hour 또는 그 이상
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 상기 제1 탱크(10)의 포(12)는 종래의 방식대로 안정된 포탑(16)에 설치된다. 또
한 이와 유사하게 상기 제2 탱크(14)의 포(18)는 안정된 포탑(20)에 설치된다. 상기 탱크들(10, 14)로서, 통상의 사
거리가 3500m(SABOT)이고 2500m(HEAT)인 120mm 포가 탑재된 M1A1 탱크인 경우를 예로 든다.
    

    
도 1b에 도시된 것처럼, 각각의 탱크(10, 14)는 그 포구(22) 상에 데이터 링크 안테나(24) 및 GPS 안테나(26)를 구
비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탱크(10, 14)에는 레이저 스캐너 송신기(28)가 포구(22)의 보어(bore)에 설치된다. 케이
블(30)은 상기 데이터 링크 안테나(24), GPS 안테나(26) 및 레이저 스캐너 송신기(28)를 포탑(16) 또는 관련 탱크
의 동체(32)의 내부에 구비되는 시스템 전자부로 연결한다. 각각의 탱크의 포구(22)에 설치되는 GPS 안테나(26)는 
12개의 다른 지구 궤도 GPS 위성(34 및 36)으로부터 송신되는 지리적인 위치 신호를 수신한다. 도 1a에는 12개의 위
성 중 단 2개만 도시되어 있다. 선택적으로 DGPS 형태의 보다 정교한 지리적인 위치 신호가, 지상의 GPS 기준 스테이
션(38)에 의하여 상기 탱크(10, 14) 각각의 GPS 안테나(26)로 전송된다. 상기 GPS 기준 스테이션(38)은 상기 위성
(34, 36)으로부터 송신되는 위치 신호를 수신한다. 또한 선택적으로 상기 GPS 기준 스테이션은 임무 문서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보고하거나 교전을 모니터링 하는 것 또는 어떤 방식으로 정밀 포격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제어하는 것을 목
적으로 탱크(10), 탱크(14) 및 지휘 스테이션(40) 간의 고주파 데이터를 중계할 수도 있다. 도 1a에서 지그재그 모양
의 가는 실선은 GPS 신호의 전송을 나타낸다. 지그재그 모양의 점선은 DGPS 교정 신호의 전송을 나타낸다. 사격수 탱
크(10)의 포(12)의 포구(22)로 향하는 지그재그 모양의 굵은 실선은 인테로게이터(interrogator)에 대한 고주파 응
답을 나타낸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안테나(24, 26), 상기 레이저 스캐너 송신기(28) 및 케이블(30)은 통상의 실제 사격에 간섭받지 
않고 쉽게 설치되고 제거될 수 있어, 상기 탱크(10, 14)는 실제 전투를 위해 항상 준비가 된다. 상기 레이저 스캐너 송
신기(28)는, 적 탱크의 위치를 스캔하는 것과, 설치되는 포로부터 발사되는 시뮬레이션된 탄도의 범위로써, 그리고 시
뮬레이션된 탄환의 충돌이 계산되도록 하기 위해 적 탱크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링크로써 작동하는 것의 두 
가지 모두로 사용되는 광학적인 파장 방사선의 빔을 방사한다.
    

    
도 2에는 본 발명의 시스템에 따른 각각의 탱크(10, 14)의 승무원실에 바람직하게 설치되는 전자부의 바람직한 실시예
의 블록 다이어그램이 도시되어 있다. 시스템 제어 유닛(42)은 상기 전자부의 핵심을 이룬다. 상기 제어 유닛(42)에는 
그 자체의 파워 서플라이가 구비되어 있고, 바람직하게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다.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펌웨어(firmware) 작동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충분한 기억용량을 가지고 있다. 바람직하게는 시스템 제어 유닛(
42)에는 승무원이 명령을 입력할 수 있도록 발사 제어 컴퓨터(FCC)(44)와 연결된 키보드 또는 다른 입력 장치(43)가 
구비된다. 승무원은 상기 입력 장치(43)를 통하여 탄약의 형태, Met 데이터, 관성 데이터 등을 입력한다. 상기 입력 장
치(43)에는 바람직하게는 시뮬레이션된 탄환을 발사하도록 승무원에 의해 당겨질 수 있는 방아쇠(trigger switch)가 
구비된다. 상기 입력 장치(43) 및 FCC(44)는 탱크 내에 있는 하드웨어의 형태일 수 있고, 또는 탱크의 실제 대응부분
을 시뮬레이션한 병렬 장치일 수 있다. 작동 프로그램에 변경을 로드(load)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거할 수 
있는 미디어 저장 장치(미도시)가 상기 시스템 제어 유닛(42)에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어 유닛(42)의 파
워 서플라이는 차량의 동력(45)으로부터 유도된다.
    

    
도 2에 도시된 것처럼, 사살 스트로보스코프(46) 및 섬광 굉음 발생기(48)는 상기 시스템 제어 유닛(42)에 의해 활성
화될 수 있다. 또한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확성기(미도시) 및 연기 발생기(미도시)가 상기 시스템 제어 유닛(42)에 
연결되어 시뮬레이션되는 탱크 전투의 생동감을 한층 강하게 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Met 센서(50)가 상기 시스템 제
어 유닛(42)에 연결될 수 있다. 상기 GPS 안테나(26)는 DGPS 수신기(52)를 통하여 시스템 제어 유닛(42)에 연결된
다. 상기 데이터 링크 안테나(24)는 CTC 데이터 링크 송수신기 유닛(54) 및 PGS 데이터 링크 송수신기 유닛(56)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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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시스템 제어 유닛(42)에 연결된다. GPS 기준 스테이션(38)으로부터의 DGPS 교정 신호는 데이터 링크 안테나
(24)를 통하여 수신되고, 상기 CTC 데이터 링크 송수신기 유닛(54)을 통하여 상기 DGPS 수신기(52)로 보내진다. 상
기 레이저 스캐너 송신기(28)는 레이저 스캐너, 인테로게이터 및 시스템 제어 유닛(42)에 의해 제어되는 데이터 링크 
회로(58)에 의해 구동된다.
    

    
사수의 주 가늠자(60)(도 2)에는 렌즈 조립체(62)와, 트레이서 오버레이 구동 회로(66)를 통하여 시스템 제어 유닛
(42)과 통신하는 트레이서 오버레이(64)가 구비되어 있다. 광학 센서의 제1 어레이(array)(68)는 탱크 포탑(16) 주
위에 배치된다. 광학 센서의 제2 어레이(70)은 탱크 동체(32) 주위에 배치된다. 상기 어레이(68, 70)는 각각 렌즈(6
8a, 68b)와 보호 덮개(70a, 70b)를 구비한다. 상기 각각의 어레이는, 적 탱크의 레이저 스캐너 송신기(28)로부터의 
레이저 빔을 맞았을 때, 신호를 발생시키고 상기 시스템 제어 유닛(42)으로 전송하는 개별 레이저 감지기로 만들어진
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감지기의 어레이들(68, 70)은 포탑과 동체 주위에 배치된다. 그리하여 레이저 스캔 또는 
마주칠 수 있는 모든 각도로부터의 시뮬레이션된 레이저 발사체를 감지한다. (광학 엔코더와 같은) 포탑 원점복귀 센서
(72), 관성 유닛(74) 및 동체 원점복귀 센서(76)는 모두 데이터 신호를 시스템 제어 유닛(42)으로 전송한다. 표적만 
있는 모듈(78), 사격수만 있는 모듈(80), 사격수와 표적이 있는 모듈(82) 및 외부 시스템 모듈(84)은 선택적으로 상
기 시스템 제어 유닛(42)에 연결된다.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상기 사격수는 조준 및 추적 기능을 실행한다. 표적이 되는 제2 탱크(표적 탱크)(14)를 광학적
으로 스캔함으로써 이러한 기능이 이루어진다. 사격수의 시야의 영역(field of view: FOV)은 상기 탱크(10)에 의해 
발사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탄약을 포함하기에 충분할 만큼 크다. 상기 사격수가 되는 제1 탱크(사격수 탱크)(10)의 
상기 레이저 스캐너 송신기(28)는 스캔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광학적인 데이터를 표적 탱크(14)로 전송한다. 상기 표
적 탱크(14)는 광학 데이터를 해독하고, 자신의 DGPS 위치, 아이디(ID), 사격수 아이디, 광학적인 방위각 및 고도를 
암호화하며, 고주파 메시지를 사격수 탱크(10)로 보낸다. 상기 고주파 메시지는 귀환된 메시지와 그 아이디가 일치하
는 한 상기 사격수 탱크(10)에 의해 처리된다. 그리고 동시에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두 대 이상의 탱크가 서로 교전
하는 것을 허용한다. 표적 조준 및 추적은 상기 FCC(44)에 의해 재래식으로 행해지고, 이것은 요구되는 포의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방아쇠를 당길 때, 사격수/표적 기하학적 배치는 사격수 레이저 스캐너 송신기(28), DGPS 및 광학/고주파 데이터 링크
를 통하여 직접적인 광학 측정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방아쇠를 당길 때(at trigger pull: TP), 레이저 스캐너 송신
기(28)는 사격수의 보어 시야(boresight)에 대하여 표적 방위각(azimuth: AZ) 및 표면 고도(elevation: EL)를 측정
하는데 사용된다. 스캔 지속 시간은 발사하여 도달하는 시간보다 훨씬 짧다(전체적인 정확도 저하를 막기 충분하게 짧
다.). 더욱이 스캔하는 기술의 상세한 내용은 한스 알. 로버트슨(Hans R. Robertson)의 1980년 8월 26일자 미국 특
허 번호 제4,218,834호에 개시되어 있다. 공지된 내용은 전체가 본 명세서에 참조로써 첨부되어 있다. 상기 사격수 레
이저 스캐너 송신기(28)는 TP 시간, 사격수 아이디, 무기 형태, 탄약 형태, 포의 기울임(tilt) 및 회전(twist) 각도, G
PS(x, y, z) 데이터, GPS(Vx, Vy, Vz) 데이터, Met 데이터(선택) 등을 포함하여 표적에 빔이 머무르는 시간에 관한 
모든 사격수 데이터를 전송한다. 광학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도 2에 도시된 사격수 탱크(10)에 있는 것과 같은 표
적 탱크(14)에 있는 전자부에 의해 해독된다. 표적 탱크(14)는 ① 방아쇠 당김 시간 및 스캔율을 앎으로써 또는 ② 전
송되는 스캔 각도 위치 데이터를 해독함으로써 사격수의 보어 시야에 대한 표적 AZ 및 표적 EL을 결정한다. 표적까지
의 거리는 사격수와 표적 GPS 좌표를 비교함으로써 결정된다. 중력에 대한 전체 사격수/표적의 기하학적 위치는 DGP
S 또는 경사 및 회전 센서(72, 74, 76)들로부터 결정된다.
    

    
상기 표적 탱크(14)의 상기 시스템 제어 유닛(42)은 사격수 탱크(10)로부터 광학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탄도 시뮬레이션을 행한다. 보어 시야에 대한 AZ 및 표면 EL가 스캔 타이밍 또는 데이터로부터 유도된다. 표적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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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는 그 자신의 움직임을 DGPS 및 캐리어 페이즈(carrier phase)를 통하여 플라이 아웃하는 동안 추적한다. 이러한 
정보 모두로부터 상기 표적 탱크(14)의 시스템 제어 유닛(42)은 가상 발사체의 충돌 지점을 결정한다. 빗나간 것으로 
판정되면 상기 무기/표적 근지점이 대신 결정된다. 표적 탱크(14)의 승무원은 바람직하게는 인터콤(intercom)에 의해 
적의 공격에 대한 결과를 알게 되고, 부차적인 피해가 시뮬레이션된다. 명중으로 결정되면, 발사 각거리가 감지기들과 
포탑 엔코더 데이터로부터 계산된다. 상기 시스템 제어 유닛(42)은 이때 충돌 좌표, 거리, 발사 각거리, 알려진 무기/표
적 취약성 데이터 등과 관련된 피해 평가를 실행한다. 상기 시스템 제어 유닛(42)은 사살 스트로보스코프(46) 및 고주
파 데이터 링크를 통하여 사격수 탱크(10)에게 알린다. Pk, 거리 및 명중 좌표는 사격수 탱크의 승무원실에 있는 디스
플레이부(86)(도 2)에 디스플레이된다.
    

또한 간략화된 무기 플라이 아웃 시뮬레이션은 사격수 탱크(10)의 시스템 제어 유닛(42)에 의해 실행된다. 이것은 무
기 플라이 아웃 추적자가 포병의 시야에 오버레이됨으로써 사격수에게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허용한다. 무기 플라이 아
웃 중에 사격수 탱크(10)의 움직임은 보상이 이루어진다. 진단하는 액션 후 리뷰(After Action Review: AAR)를 돕
기 위해 카메라(미도시)를 통하여 충분한 데이터가 저장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단계 순서를 시간에 따라 설명하는 도면이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에 있어서는 보어 시야에 대한 표적 거리, AZ 및 EL을 측정하기 위한 역 반사경(retro-reflec
tor)이 필요하지 않다. 포화의 낙하지점을 예측하기 위한, 즉 발사체 궤적을 교정하기 위한 고정밀도 관성 측정 유닛이 
필요하기 않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에서는 탄도 시뮬레이션이 표적 탱크(14)에 대해 실행되고, 표적 추적을 위해 D
GPS가 사용된다. 고주파 데이터 링크와 GPS를 사용함으로써 종래의 포 시뮬레이터 시스템에 비하여 훨씬 비용이 절감
된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비추적 또는 추적 모드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 명중/빗맞음 정확도는, 더 빠른 스캔율 
덕분에 그리고 표적 탱크(14)의 DGPS 추적이 발사 플라이 아웃 시간과 독립적이라는 것 덕분에 종래의 포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보다 향상된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통상, 악화(degraded), 수동 및 비상 모드에서 사용될 수 있다. 사
용자는 전투 상황에서 살아있는 주변물체가 있는 탱크에 발포하는 것이 포함된 동일한 작동 단계를 따른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및 방법은 사격수가 여럿인 경우와 표적이 여럿인 경우에도 사용가능하다. 표적까지의 거리는 포 표면 EL 
옵셋(offset)을 발생시킨다. 표적은 포 리드 옵셋(gun lead offset)을 발생시키도록 추적된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은 표적 탱크(14)의 질량 중심에 대한 충돌 지점(또는 빗맞은 경우의 근지점)을 결정할 수 있다. 무기 플라이 아웃 추
적자는 사격수에게 디스플레이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실제적인 Pk 및 피해 판정이 수행된다. 본 발명에 따
른 시스템 및 방법은 거의 실시간으로 교전 결과를 퍼뜨린다. 교전 훈련은 진단하는 AAR을 돕기 위해 기록될 수 있다. 
사격수 및 표적은 명확하게 짝지워진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가 설명되었다. 그러나, 본 발명의 내용은 구성 및 상세한 부분
에 있어서 수정될 수 있고,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격수의 재래식 조준 및 추적에 기초하여 제2 위치에 있는 표적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길 때 제1 위치에 있는 포로부터 
광학적인 방사 빔을 방사하는 수단;

포의 보어 시야에 대한 표적의 방위각 및 고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빔으로 상기 표적을 스캔하는 수단;

상기 방아쇠를 당기는 시간을 전송하는 수단;

상기 표적의 방위각 및 고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표적에서 상기 광학적인 방사 빔을 탐지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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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포와 상기 표적의 GPS 좌표 세트를 비교하여 표적까지의 거리를 결정하는 수단; 및

표적의 방위각, 표적의 고도, 표적까지의 거리 및 방아쇠를 당기는 시간에 기초하여,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에 포로부터 
발사되는 시뮬레이션된 탄환의 표적에 대한 충돌 지점을 계산하는 수단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 포격 시
뮬레이션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포에 대한 상기 표적 방위각 및 표적 고도는 방아쇠를 당기는 시간 및 스캔율에 기초하여 결정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 포격 시뮬레이션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포에 대한 상기 표적 방위각 및 표적 고도는 제1 위치로부터 전송되는 스캔 각도상의 위치 데이
터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 포격 시뮬레이션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포 및 표적은 DGPS 교정에 기초하여 둘 다 움직이며 충돌 지점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정밀 포격 시뮬레이션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포 및 표적은 둘 다 움직이고, 상기 포 및 표적에 설치된 경사 및 회전 센서의 출력에 기초하여 
충돌 지점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 포격 시뮬레이션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GPS(x, y, z) 데이터를 포함하여 광학적인 방사 빔에 대해 암호화된 신호를 제1 위치로부터 제2 위
치로 전송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 포격 시뮬레이션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GPS(Vx, Vy, Vz) 데이터를 포함하여 광학적인 방사 빔에 대해 암호화된 신호를 제1 위치로부터 제
2 위치로 전송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 포격 시뮬레이션 시스템.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포는 탱크에 장착되고, 상기 광학적인 방사 빔은 포의 포신이 결합된 레이저 스캐너 송신기로부
터 방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 포격 시뮬레이션 시스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표적은 몸체에 여러 개의 광학적인 수신기가 장착된 탱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 포격 시뮬
레이션 시스템.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표적은 포탑에 여러 개의 광학적인 수신기가 장착된 탱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 포격 시뮬
레이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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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사격수의 재래식 조준 및 추적에 기초하여 제2 위치에 있는 표적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길 때 제1 위치에 있는 포로부터 
광학적인 방사 빔을 방사하는 단계;

포의 보어 시야에 대한 표적의 방위각 및 고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빔으로 상기 표적을 스캔하는 단계;

상기 방아쇠를 당기는 시간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표적의 방위각 및 고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표적에서 상기 광학적인 방사 빔을 탐지하는 단계;

상기 포와 상기 표적의 GPS 좌표 세트를 비교하여 표적까지의 거리를 결정하는 단계; 및

표적의 방위각, 표적의 고도, 표적까지의 거리 및 방아쇠를 당기는 시간에 기초하여,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에 포로부터 
발사되는 시뮬레이션된 탄환의 표적에 대한 충돌 지점을 계산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 포격 시뮬
레이션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포에 대한 상기 표적 방위각 및 표적 고도는 방아쇠를 당기는 시간 및 스캔율에 기초하여 결정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 포격 시뮬레이션 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포에 대한 상기 표적 방위각 및 표적 고도는 제1 위치로부터 전송되는 스캔 각도상의 위치 데
이터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 포격 시뮬레이션 방법.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포 및 표적은 둘 다 움직이고, 상기 충돌 지점을 계산하는 단계는 DGPS 교정에 기초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 포격 시뮬레이션 방법.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포 및 표적은 둘 다 움직이고, 상기 충돌 지점을 계산하는 단계는 또한 상기 포 및 표적에 설
치된 경사 및 회전 센서의 출력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 포격 시뮬레이션 방법.

청구항 16.

제 11 항에 있어서, GPS(x, y, z) 데이터를 포함하여 광학적인 방사 빔에 대해 암호화된 신호를 제1 위치로부터 제2 
위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 포격 시뮬레이션 방법.

청구항 17.

제 11 항에 있어서, GPS(Vx, Vy, Vz) 데이터를 포함하여 광학적인 방사 빔에 대해 암호화된 신호를 제1 위치로부터 
제2 위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 포격 시뮬레이션 방법.

청구항 18.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포는 탱크에 장착되고, 상기 광학적인 방사 빔은 포의 포신에 결합된 레이저 스캐너 송신기로
부터 방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 포격 시뮬레이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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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표적은 그 동체에 여러 개의 광학적인 수신기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 포격 시뮬레
이션 방법.

청구항 20.

제 11 항에 있어서, 제1 위치에서 시뮬레이션된 탄환의 충돌 지점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 포격 시뮬레이션 방법.

도면
도면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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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b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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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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