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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통신 기술이 발 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통신을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개념이 나
타났다. 이 게 정보를 달할 수 있는 기술의 발 으로 재의 사회를 정보화 사회에서 발 된 
지식화 사회로 부른다. 지식화 사회는 정보를 가공하여 축척된 지식이 심이 된 사회이다. 교
육의 방법도 컴퓨터를 이용한 e-러닝(e-Learning)의 개념에서 유비쿼터스 개념이 목된 u-러
닝(u-Learning)이라는 개념으로 발 되었다. 군에서도 교육은 핵심정책 의 하나로 꼽힌다. 
쟁의 양상이 랫폼 심 에서 네트워크 심 (NCW：Network Centric Warfare)로 바 고 
있다. 따라서 장을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리하는 것이 지휘통제의 핵심이 된다. 이를 
해서는 첨단 지식강군 육성을 해 개인과 조직의 능력을 최 화시켜야한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장환경과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에 맞추어 교육훈련  작 에서의 u-러닝 시스템 용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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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Centric Warfar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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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ICT), the concept of ubi-
quitous that we can communicate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appears.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delivering information, current society is called intellectualization society developed 
from informatization society. The intellectualization society is based on knowledge accumulated by 
processing information. The education methods are also developed into a concept of u-Learning 
applying the concept of ubiquitous from the concept of e-Learning using a computer. The military 
also points out education as a key policy. The aspect of war is changing to NCW(Network Centric 
Warfare) from platform centric warfare. Therefore, collecting and managing the war situations in real 
time is a key to controlling command. To this end, it needs to maximize individuals and groups’ 
ability to cultivate the military with cutting-edge knowledg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methods to apply u-learning system in training and military actions according to changes in war 
environments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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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는 자기기를 통한 정보가 심이 되는 정

보화 사회에서 정보를 가공․축척하여 지식이라는 

개념을 심으로 한 지능화 사회로 발 하고 있다. 

이러한 시 의 특징으로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 하

여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정보 뿐만 아니라 개

인의 취향과 같은 정보가 축척되어 지식의 형태를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의 기반이 되는 것이 유

비쿼터스 환경이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네트워

크 기술은 모든 통신 기기들 간의 정보  지식의 

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간생활에 새로운 방식

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불어 학습에도 향을 끼치

고 있다. 학습법으로는 실제로 일 일 는 일 다

의 형태로 사람이 실제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오

라인 학습법에서 발 하여 정보처리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e-러닝의 개념이 연구되었다. 최근에

는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과 교육을 목시킨 학

습 모델들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

며, 기존의 e-러닝의 개념에서 발 된 u-러닝의 개

념으로 환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에서는 ‘u-캠퍼스’라는 u-러닝의 개념을 구 하

여 사용하고 있다[1, 2]. 

유비쿼터스와 같이 정보통신의 기술발 에 따라 

쟁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쟁의 패러다

임은 기존의 차, 투기, 투함과 같은 각각의 

랫폼의 성능 주의 쟁에서 각각의 랫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처럼 운용되는 

쟁으로 변화되고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 심

(NCW)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네트워크

심 은 네트워크를 심으로한 정보처리의 생개

념으로서 지․해상  공 의 모든 정보수집 자산 

 센서를 통해 획득한 술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공․축척  융합하고, 동일 네트워크와 

속된 지휘통제 시스템과 투기를 비롯한 지․

해상  공  공격용 자산이 그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네트워크의 소 트웨어를 활용하여 의사결

정  지휘통제를 하는 개념이다[3]. 이러한 미래

장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교육훈련

체계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과 도 에 효과 으로 응

하고, 부여되는 임무와 역할을 효율 으로 수행하

기 해서 교육훈련을 획기 으로 신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u-러닝 기술을 미래 장에 맞는 

교육훈련에 용할 방안을 모색하기 해 제 2장

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과 u-러닝 기술, 그

리고 미래 장에 해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u-

러닝의 용 방안으로 용 시 고려사항과 유비쿼

터스의 기술을 심으로 u-러닝 기술  요소의 활

용방안, 교육훈련 모델에 하여 알아본다. 마지막

으로 제 4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련 연구

2.1 유비쿼터스 컴퓨

2.1.1 정의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도처에 려 있다’,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라틴

어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으로 유비쿼터스 컴

퓨 을 간단히 여 쓰인다. 즉, ‘언제든, 어디에서

든 컴퓨터를 구 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한다. 즉 물, 

공기처럼 도처에 존재하며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용이 가능하거나, 사용하게 되는 환경

을 의미한다. 이는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세계가 사

무실이나 가정 내에 한정되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

든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미래 사회에 엄청난 

향을 가져올 신개념 IT 기술이다.

“유비쿼터스 컴퓨 ”이란 용어는 1988년 XEROX 

앙연구소인 PARC(Palo Alto Research Center)의 

마크 와이 가 최 로 사용하 다. 1999년 도쿄  사

카무라 교수가 네트워크에 응용한 유비쿼터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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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e-러닝, m-러닝, u-러닝 기술의 특징 

구분 e-러닝 m-러닝 u-러닝

학습

공간

안정된 물리 

 공간에  

치하고 사이 

버공간을 통 

해 학습

물리  공간에서 

이동하면서 사이 

버공간을 통해 

학습

물리  공간을 

의식하지 않고 

일상 인 물리 

 공간에서 

학습

학습

형태

온라인/오 라

인 분리 학습

온라인/오 라인 

분리학습

정보화 역이 

확 되고 온라 

인/오 라인 

통합된 학습

주된

기기

주로 PC 단 

말기 기반/ 

PC 들의 네 

트워크 기반

PDA 모바일 화 

기, 태블릿 PC 등 

물리 으로 움직 

이면서 사용가능 

한 모바일기기

입거나 들고 다 

니는 컴퓨터 와 

같은 다양 한 

차세  휴  

기기

주요

기술

인터넷, 유선 

망, 웹 기술 

활용

무선인터넷 활용

무선인터넷, 증 

강 실, 웹 실 

화 기술 활용

트워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세계 인 이슈로 부

각되었다. 마크와이 는 1993년 논문에서 유비쿼터

스 컴퓨 에 한 정의를 “어디에서든지 컴퓨터에 

근 가능한 세계(Computer access will be every-

where)”라고 기술했다. 한 재의 1인 1PC의 세

계를 “제2의 물결”이라하고, 유비쿼터스 컴퓨 이 

제3의 정보 명을 이끌 것이라 주장하 다. 즉, 사람

이 소형화된 컴퓨터를 휴 하며 사용할 수 있고, 컴

퓨터를 배우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을 말

하는 것이다. 즉, 기계 심의 환경에서 인간 심의 

정보기술(IT) 환경 구 이 유비쿼터스 시 의 궁극

인 목표인 것이다. 

마크 와이 의 개념에 따른 특징으로 첫째, “사

라진다”는 일상생활의 사물과 컴퓨터가 구분되지 않

을 정도로 사물의 특성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이다. 

둘째, “보이지 않는다”는 물리  환경에 사용 가능

한 수많은 컴퓨터를 배치시켜 기존 컴퓨터의 능력

을 향상시키고 사용자 능률도 높이는 역할을 의미

한다. 셋째, “조용한, 무의식 인”은 인간의 지각, 

인지 능력을 뜻한다. 기술 인 부분보다는 인간이 

과연 어떻게 컴퓨터의 정보 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을지에 한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4, 5].

이러한 특징을 해 필요한 기술은 <표 1>과 같

이 볼 수 있다[6].

<표 1> 유비쿼터스의 기술

기술 설명

기 기술

(인증/보안)

사용자 인식  인증

늘어나는 정보에 한 보안

하드웨어

기술

구나 근 가능한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

장 기술과 지기술 등

엑세스

기술

하드웨어와 하드웨어를 연결하는 기술

유/무선 통신의 송률 등

소 트웨어

기술

원하는 일을 처리해주는 소 트웨어 

기술

오피스, 한  등

<표 1>의 기술들을 세부 으로 분류하여 재 

연구되고 상용화된 기술을 짝지어보면 <표 2>와 

같이 볼 수 있다. 

<표 2> 유비쿼터스 기술 동향

분류 기술의 시

센싱 RFID, 센서, 상황인지

네트워크
WLAN, WPAN, USN, IPv6, 

홈네트워크, 이동통신

인터페이스

/인터랙션

생체인식, 증강 실, HCI,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보안/

라이버시

차세  인증기술, RFID 보안기술, 

센서 네트워크 보안기술, 라이버시 

보호기술

하드웨어 

랫폼
SoC, 차세  PC

임베디드 

소 트웨어

임베디드 소 트웨어, 유비쿼터스 

미들웨어

애 리 이션 텔 매틱스, LBS, ITS, GIS

2.2 u-러닝(u-Learning)

u-러닝은 유비쿼터스 러닝(Ubiquitous Learning)

의 약자로, 개방  학습자원을 필요에 따른 선택에 

의해 활용하는 통합  학습체제를 의미한다. 즉,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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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ICN 목표 운용도

비쿼터스 학습 환경을 기반으로 시간, 장소, 환경 등

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

u-러닝은 e-러닝에서부터 발 되었다. e-러닝은 

학교만이 배움의 터 이라는 보편 인 신념체계를 

넘어서 유비쿼터스 러닝(u-러닝)을 도입하게 한 

매라 할 수 있다. 발 과정은 e-러닝, m-러닝, u-

러닝 순으로 볼 수 있다. <표 3>는 각 기술의 특징

을 나열한 것이다[7].

u-러닝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언제 어디에서

나 내용에 상 없이 어떤 단말기로도 학습할 수 있

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창의 이고 학습자 

심의 교육과정을 실 한다. 둘째, 획일 이고 강

제 이지 않아서 학습자들은 각자의 개별화된 욕구

에 따라 학습이 가능하다. 셋째, 인터페이스나 휴

가 편리한 컴퓨터를 통해 학습자와 친 한 상호작

용을 돕는 학습 에이 트(Learning Agent) 역할을 수

행한다. 넷째, 학습자의 수  정보와 주변의 상황정

보를 결합하여 학습자에게 필요한 학습상황과 내

용을 추정하고 그에 합한 최 의 교육과 학습 환

경을 자연스럽게 제공한다.

2.3 미래 장 환경

2.3.1 미래 장 환경 변화

정보통신의 속한 발 에 따라 국제화, 상호운

용성, 분산  통합화 등으로 변화될 것이다. 한, 

장 공간이 우주  사이버 공간까지 확 되고 

비 지역 투  비선형 투가 가능해 졌으며, 

략  심을 순간 으로 타격․마비시킬 수 있

게 되어 최소의 희생으로 짧은 기간 내에 승리가 가

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첨단무기체계를 활용한 기

술집약  정보   과학  양상으로 변화될 망

이다.

미래  양상은 정보 쟁, 무기체계의 과학 , 네

트워크 심 , 다차원의 동시 장화로 볼 수 있

다. 정보 쟁은 지식과 정보가 군사력의 핵심요소

로 쟁의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각국은 정

보 우 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무기체계의 

과학 은 군사력의 양  규모보다 질  우 에 의

해 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첨단 과학 쟁 양상

이다. 를 들어 장거리 핵심표 을 선별하여 장거

리 정  유도무기에 의한 정 타격  양상이 보편

화될 것이고, 무인 투수단으로 인한 첩보  정

보를 수집하고 교란  마비시키는 양상이 활발해

질 것이다. 한 네트워크 심 으로 투 공간

의 네트워크 구성으로 각종 투요소를 시에 지

휘 통제하여 지휘 이 원하는 시간과 치에서 

투 지휘가 가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다차원의 동

시 장화로는 탐지, C4I, 정 타격체계를 결합하

여 시스템이 동시에 일체화되며, 다차원 공간 내에 

치한 다수 표 에 해 동시 다발 으로 응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우주공간이 지상․해상․

공 에 추가하여 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  

공간으로 이용될 것이다[8].

2.3.2 미래 한국군 통신체계

술종합정보통신체계(TICN：Tactical Informa-

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9]는 네트워크 

심 에서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해 센서체계, 지

휘통제체계, 타격체계에게 고속 용량의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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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체계이다. TICN

의 부체계로서는 기간망 송체계, 기간망 교환 속

체계, 망제어체계, 투무선망체계, 술이동통신

체계로 구분된다. 이  술이동통신체계는 지휘

소  주변지역, 원격지원의 술용 다기능 단말기 

가입자에게 음성, 데이터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이동통신 수단을 지원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TICN이 목표로 하는 운용개념은 (그림 1)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10].

3. u-러닝 시스템 구축 방안

3.1 시스템 구축의 고려사항

군 교육 훈련의 속성을 고려해서 통합성, 수월

성, 정확성, 시성, 경제성의 다섯 가지 요소를 고

려해야 한다. 첫째, 통합성은 군사력 건설의 질 /

양  구비요건간의 결합과 교육훈련 체계와 국방

체 분야의 일치정도를 말한다. 둘째, 수월성은 

교육훈련의 성과와 련된 개념으로 노력 비 결

과의 향상 정도이다. 셋째, 정확성은 목표와 련

된 개념으로 교육훈련체계가 국방의 목표 는 교

육훈련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의 일치 정

도이다. 넷째, 시성은 시간과 련된 개념으로 

인력을 활용하기 해 시에 교육이 이 져야 하

고, 미래를 비해서 어느 시 부터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여야하는가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은 

산과 련된 개념으로 산의 한계성을 유념하

여 우선순 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를 의미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u-러닝 기술을 용

시켜야 한다. 

3.2 u-러닝 교육훈련 환경

u-러닝은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과 하드웨어

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훈련 환경이기 때문에 기술

 요소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u-러닝 구 을 

한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에는 센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보안, 임베디드 소 트웨어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유비쿼터스의 주요기술을 토 로 활용

방안은 <표 4>과 같이 볼 수 있다. 

<표 4> u-러닝 기술  요소의 활용방안

분류 활용방안

센싱
병사  장의 상황을 인식하고 

환경에 맞게 정보를 제공

네트워크
정보의 보고  명령 수신과 상황에 

맞는 정보를 공유

인터페이스

/인터랙션

모의실습을 한 가상체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고, 력교육을 

한 가상환경에서 실과 유사하게 

우와 공유하며 훈련

보안/

라이버시

불량정보의 필터링, 근 제어 제공 

 군사정보의 보호를 한 네트워크 

보안기술 용

하드웨어

랫폼

군복에 장착 하거나 헬멧에 

장착가능하고 간편한 조작을 제공

임베디드

소 트웨어

정보의 송수신 기능뿐만 아니라 

항법장치  원거리제어기능 등이 

내장되어 활용

어 리 이션

지능형 시스템을 통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피교육자의 상태진단을 

한 자료 수집  분석

3.3 u-러닝 교육훈련 모델

3.3.1 가상 체험형 교육훈련

교육을 해 실 으로 험하거나 불가능한 

장의 실제상황과 같이 실제로 체험하기에 힘든 경

우에 사용된다. 실세계나 실제 장 장과 같은 

장감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 교육의 효과를 높이

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교육과 

군에서의 교육의 큰 차이 이기도 하다. 쟁이라는 

실은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 실을 통해 체

험하면서 교육을 이룰 수 있다. 용 분야는 육․

해․공군에서의 모든 무기체계의 운용교육과 술

/작  교리에 따른 교육에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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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맞춤형 교육훈련

피교육자의 특성에 맞추어 피교육자의 습득 능

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 과 임무를 고려하여 

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내용/과정/결

과에서 다양한 근을 시도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용분야로는 각 군의 병과와 계 에 따라 각자의 

임무가 상이하므로 각각의 임무에 맞게 교육을 할 

수 있으며, 피교육자의 신체 /정신  수 에 맞도

록 용할 수 있다. 

3.3.3 력형 교육훈련

피교육자 그룹이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작용을 통

하여 공동의 교육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 과정의 한 형태를 말한다. 즉, 다수의 참가자

들은 력 교육훈련 과정에서 임무 수행과 감찰 , 

군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교육목

표  그룹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해 함께 노

력한다. 

이는 부 간의 합동 훈련 뿐만 아니라 각 군간의 

합동훈련에도 용할 수 있다. 이로써 필요한 내용

과 부족한 내용을 식별하여 교육내용 조정에 사용

될 수도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정보기반의 정보화시 에서 발

된 지식기반의 지식화/지능화 시 의 핵심기술 

분야  유비쿼터스 컴퓨 과 교육이 목된 u-러

닝의 미래 장을 한 군의 교육훈련체계 용방

안에 해서 제안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제와 련하여 기반 기술인 유비쿼터스와 u-러

닝 기술, 미래 장환경  군의 기반기술인 술종

합정보통신체계에 해서 알아보고, u-러닝 시스

템을 교육훈련에 용 시 고려해야할 사항과 교육훈

련 환경  모델을 알아보았다.

정보통신의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쟁의 양상도 

수집되는 정보의 양도 증가되고, 체 인 정보의 

수집, 단, 타격에 이르는 차의 신속성과 정확

성이 요구되어 진다. 미래 장에서 효과 으로 처

하기 해서는 각 군별, 계 별, 병과별, 한 개인

의 수 별로 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u-러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u-러닝 시스템을 용함

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병사들의 상황 처  개

인의 능력을 확 시킬 수 있으며, 첨단 정보과학군

을 육성하기 한 추 인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연구로는 교육훈련 모델별로 수행할 수 있는 

u-러닝 시스템의 물리 /논리  제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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