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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파워

(주)건파워는 에어소프트건 레저스포츠 문화를 바탕을 세상 그 무엇보다 재미있는 WAR GAME을 스포츠화하여 전세계 모든 
인구가 즐길 수 있는, GAME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레저스포츠문화창조기업

AIRSOFT GUN 
SPORT
GPR SYSTEM



㈜건파워는 밀리터리 서바이벌 분야에서 수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특수기관과 기능성 레저 스포츠의 선두기업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창립이래 밀리터리 서바이벌 R&D에 집중 

투자하여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서바이벌 제품을 국내·국외 공급 및 판매하여 당당히 경쟁력을 확보 하였으며, 단순 개발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디자인 및 기술특허 등 끊임 없는 R&D 투자를 통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GPR SYSTEM 은 세계 최초 특수형 감지 센서가 탑재되어 에어건(AirGun)의 6mm BB탄과 IR-LED를 이용하는 모든 영역 (취미

레포츠, 기업상품, 특수기관 훈련용)에서 운용할 수 있는 최첨단 CQB(Close Quarter Battle), MOUT (Military Operations in Urban 

Terrain)에 최적화된 디지털 제품이며, FPS (First-person shooter) 전투게임을 현실에서 실전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체험객과 관람객 모두가 감동하고 극찬하는 최첨단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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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제작 및 설치 서바이벌 행사운영

서바이벌 체험장 구축

㈜건파워는 전국 서바이벌 경기장 설계 및 시설공사 납품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특수훈련부대, 경찰학교 등 근접전투 훈련장비를 제공합니다. 특수임무 훈련에 특화된 최첨단 서바이벌 훈련 시스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에어소프트건 서바이벌 게임

AIRSOFT GUN SPORT 
GPR SYSTEM
기능성 레저 스포츠의 선두기업

(주)건파워는 에어소프트건 레저스포츠 문화를 바탕을 세상 그 무엇

보다 재미있는 WAR GAME을 스포츠화하여 전세계 모든 인구가 즐길 

수 있는, GAME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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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R Helmet
BB탄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특수헬멧으로 쉴드글라
스를 포함한 전체헬멧이 감지부위로 동작한다. 또한 내부에는 
음성안내를 위한 스피커와 전사 시 붉은 LED를 점등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GPR Vest
전면부, 후면부에 부착된 감지판을 통해 BB탄을 감지하며 전원
공급장치, 통신모듈 등이 내장되어 통제시스템에서 플레이어의 
상태를 모니터링(전사유무, 격발수, 피탄부위, 배터리잔량 등) 
할 수 있다.

GPR Gun(권총, 소총) 

GPR System 과 연동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된 에어소프트
건은 총기 자동 제어기능 탑재로 피탄시 발사가 자동 정지되는 
권총(일반인), 소총(군,경 훈련용) 으로 제공되고 있다.

Accessory
Accessory

Respawn BOX
게임 중 부활하여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Auto BB Loader
BB탄을 탄창에 자동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

G1700L훈련은 전투다~! 서바이벌 게임을 넘어 군사훈련에 최적화된 시스템

G1300으로 검증된 다이나믹한 통제 프로그램과 IR-LED 방식으로 개발

된 G1700L은 일반인 뿐만 아니라 군사훈련, 예비군훈련, 대테러 훈련 

등에 최적화 된 장비로써, 베터리 하나로 총기, 헬멧, 베스트가 동작

하는 올인원 장비이다.

특히 훈련성과 지표를 수치로 판단할 수 있으며, 개인별 훈련성과 

분석을 할 수 있어 체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다.

검증된 훈련 시스템

All-in-on BatteryBattery Charger 각종거치대

총기, 헬멧, 조끼를 베터리 
하나로 사용할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함.

올인원 베터리를 초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장치 (동시4개 충전) GPR 장비 및 총기 거치대GPR 장비 및 총기 거치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에어소프트건 밀리터리 기능성 게임G1300



T-200

도심속 변화가의 사격놀이 시설로 GUNPOWER의 기술력이 집약된 최첨단 사격시스템으로 스마트패드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의 랭킹, 포인트, 대결하기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BB탄 사격장 개설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 

프렌차이즈 가맹문의 1688-9373

GPR System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확한 설계와 개발로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제품을 제공합니다.

3D Computer Graphic Survival Game Zone Research and Development

Smart PAD

Moving Rail

Auto Target

도심 속 숨어있는 저격수들이 돌아온다. 사격게임 프렌차이즈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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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연무대 앞 병영테마파크 조성 계약 체결
육군 53사 00대대 GPR system 조성 및 납품 계약

모의 사격 시스템 기술 특허 등록

육군 31사 00여단 여단장 감사패 수여

육군 53사 00연대 3대대 GPR system 조성 및 납품

육군 53사 00연대 2대대 GPR system 조성 및 납품

육군 31사 00여단 00대대 GPR system 납품

서바이벌 게임용 리스폰 장치 기술 특허 등록

2015 한국형 예비군 모의전투 시스템 개발
서바이벌 게임용 구조물 기술 특허 등록

강원도 인제군 제5회 서든어택 얼라이브 대회 운영

서바이벌 게임용 헬멧 기술 특허 등록

2012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방무인화 기술특화연구센터 
기술교류

창원 로봇랜드 기술 세미나 기술 자문

경기도 수원 e-스포츠 메인 행사 운영

강원도 인제군 서든어택 메인 대회 운영 

창원시 로봇콘텐츠쇼 메인 행사 운영

2011

미군 사설 전투 훈련소 G450(블루투스모델) 납품

강원도 인제군청 레이져교전 시스템 납품

대한민국 국군 특수임무부대 G450 납품

2010

뉴욕 Crosman Corporation 제품 시연

㈜인피니티 사격 시스템 영업 계약
2009

G450 시스템 특수전사령부 707 부대공급 (육군본부)

태국 G300 수출 / 일본 자유대  G450제품시연 

스웨덴, 프랑스 군 에이전시 G300 샘플 납품

세계최초 비비탄 전용 감지센서 개발 (2003년)

Etc

러시아 “GUNPOWR RUS 社” 수출 및 독점 판매권 계약 체결
공중파 MBC “진짜 사나이” 촬영 협찬 및 지원
육군본부 지상군페스티벌/계룡 지상군페스티벌 서바이벌 행사 

비비탄 진로 방해 장치가 구비된 모의화기 기술 특허 등록

특수전 사령부 예하 7공수여단 경연 대회 GPR system 운영

경남 로봇산업진흥재단 로봇콘텐츠쇼 메인 행사 운영(3일)

대만(Taipei CQB 社) 수출 및 독점 판매권 계약 체결

경북 상주시 밀리터리 파크 납품 계약

중앙경찰학교 교보재 훈련용 납품

지상파 SBS “쓰리 데이즈” 방송 촬영 협찬 및 지원

2014

서바이벌 게임용 모의화기 기술 특허 등록

거리조절 적외선 모듈형 모의 화기 기술 특허 등록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 2008) 인증 취득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 2004) 인증 취득

XTM ‘국가가 부른다’ 촬영 협찬 및 지원(6회 방영 )

2013

근접전투훈련
(CQB)

서바이벌
스포츠

IR-LED
서바이벌
IR-LED
서바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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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300/450     ·Rifle 총기제어
·EFFECT 장애물 ·GPR System
·훈련장 시설     ·기타 악세서리

·G1300/G450/T-200 ·Pistol 총기제어
·EFFECT 장애물       ·GPR System
·전투 게임장 시설     ·기타 악세서리

·G1600L            ·IR-Rifle 총기
·EFFECT 장애물    ·GPR System
·전투 게임장 시설  ·기타 악세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