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lso causing many changes in defense operations. Defense reform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romoted smart defense innovation, and attempts are being made to incorporate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into various fields such as weapons systems and defense operations. Education

and training is one of the areas in which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are urgently needed in the spirit of defense

operations. Due to the nature of defense education and training, which aims to fight against the enemy, there is no

emphasis on psychological training in the field rather than informatization, but in developed countries with various

experiences of modern warfare, investment and vitaliz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are vital. Through this, efforts

are being made to foster soldiers with problem-solving skills in uncertain battlefields. The informatization and intelligence

of defense education and training is no longer a matter that can be delayed, and the innov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using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can be said to be an age-old task to improve the results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urpose of this is because the application of related technologies

is not the goal itself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rives, but it has been made possible through the rapid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at has made it difficult to realize education and training, even though it has long been

desired. Ultimately, education and training data will be integrated and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intelligent learning

systems will maximize the performance of education and training, thereby improving the combat read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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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통령 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는 2019년 발표

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에서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

로 인재, 데이터, 스마트 자본을 꼽았으며, 특히 지

능화 혁신기반을 갖추기 위한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천명하였다. 인공지능 기

술과 데이터를 주도하느냐 못하느냐는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며, 정부

가 사활을 걸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야를 적극적

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는 2019년에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간하였다. 과

거 산업화 과정에서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

체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적 기

능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함에 따라 단순한 기

술적 차원을 넘어 인문사회 등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어 국가․사회 전반

의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 3대 분야

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 인

공지능 관련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전 산업

에 인공지능 활용을 전면화하며 인공지능 기반 공

공서비스를 혁신하여 최고의 디지털 정부를 육성하

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방을 국가가 제공하는 최

고의 공공서비스로 보는 관점에서 국방에 종사하는

인력의 인공지능 교육수준을 높이고 인공지능을 전

면 적용한 국방운영 혁신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

다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국방 분야에도 많은 변화

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방개혁과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첨단 과학

기술을 무기체계와 국방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접

목하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방개혁 2.0

은 북한과 잠재적 위협, 초국가적ㆍ비군사적 위협

등 안보위협에 대비한 강한 군대 건설을 목표로 전

방위적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 가능하며 선진

화된 국가에 걸맞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 정예화된

군의 조기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 2.0은

군구조 분야와 국방운영 분야, 병영문화 및 방위사

업에 걸쳐 주도적 방위역량을 확충을 위한 체질과

기반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및 사회 요구에 부합하

는 개혁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국방운영 분야에

서는 지능화 및 초연결성, 융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기조로 한다. 이를 통해 병력 및 복무기간 단

축, 재정제한 등에 따른 제한요소를 극복하고 시너

지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군사능력 및 운영체제 발전 분

야에서는 첨단 ICT 기반의 군사력 운용능력을 갖

추고 과학화훈련 체계를 확대하여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ICT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고 이

를 활용한 제대별 훈련체계 확대 및 교육훈련 효과

향상이 추진되고 있다(국방부, 2019).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된 국방개혁의

통합적․적극적 추진을 위해 개념과 전략을 구체

화한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국방혁신이 3대

분야 9대 과제 71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은 국방운영과 기술기

반, 전력체계의 3대 분야에 걸쳐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적용하며 특히 국방운영 혁신 분야에

서는 LVC1) 기반의 실전형 워리어 및 부대 육성,

과학화훈련 체계 개선 및 예비군훈련 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국

방 교육훈련의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방운영의 영역 중 정보화ㆍ지능화가 시급한 분

야 중의 하나는 교육훈련이다. 적과 싸워 이기는 것

을 목표로 하는 국방 교육훈련의 특성 상 정보화 보

다는 야외에서의 육체적 훈련을 강조하는 면이 없지

않으나 다양한 현대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교육훈련을 인지적 영역으로 인식하고 교육훈

련의 정보화와 지능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확실한 전장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1) LVC : Live, Virtual, Constru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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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을 육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

방 교육훈련의 정보화와 지능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교육훈

련의 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훈련의 성과와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

다. 본 고에서는 교육훈련의 정보화ㆍ지능화에 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하여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선진

각국의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의 국방 교육훈련 정보

화ㆍ지능화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역사적으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최고의 교육훈련 성

과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

니다.

Bloom(1984)은 [그림 1]과 같이 동일한 능력을

가진 교사가 1명을 전담하여 가르칠 때의 성과가 30

명을 가르칠 때의 상위 2%의 성과와 같다는 2시그

마 이론을 제창하였으며 이는 맞춤형 학습(Adap-

tive Learning)의 근본 원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림 1] 블룸의 2시그마 이론

Vanlehn(2011)은 Human Tutoring과 ITS(Intelli-

gent Tutoring System), No Tutoring을 비교한

여러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개개인에게 ITS

(Effect Size “d” = 0.76)를 적용한 교육의 효과는

Human Tutoring(Effect Size “d”=0.76)과 비슷한

효과를가지며 No Tutoring(인간이나기계의도움을

받지 않고 동일한 내용을 스스로 학습하는 경우)보

다 월등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Fletcher(2011)는 전 세계에 전개한 미군의 교육

훈련을 위해 미 국방성이 추진한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 Initiative의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의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개인별 학습은 과학기술의 도움(Technology-based

Learning에 의해 향상될 수 있으며, 기존의 학습

방법보다) 비용 대 효과면에서 우수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교육훈련 방법이 PC나 개인별 Device, 혹은

실제 현장에서 운용하는 장비에 내장(embedded in

operational equipment)되어 제공될 것으로 전망

하였다. 또한 Distributed Learning의 효과는 “3의

법칙(Rule of Third)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비용과

시간을 1/3로 줄이고 지식과 기술의 학습성과는

동일시간일 경우 1/3 이상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제

시하였다.

미 국방고등연구원(DARPA)2)(2014)은 국방과학

위원회(Defense Science Board)의 요구에 따라

Digital Tutor를 개발하여 미 해군의 IT 기술 교육

과정에 적용해 본 결과, Digital Tutor를 통해 16주

간 교육받은 인원의 성적이 35주간의 정규코스를

수료한 인원이나, 평균 9.6년 이상의 실무를 경험한

경험자들보다도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Kulick(2016)은 ITS에 관한 기존의 50건의 연구

를메타분석한결과 ITS가매우효과적인도구임을

입증하였다. 50건의 연구 중 46건의 연구에서 ITS

를 통해 교육을 받은 인원들이 일반적인 교육을 받

은 인원들보다 우수한 결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하였

으며, 50건의 연구 중 39건의 연구에서는 ITS에 의

한 교육을 받기 전보다 교육을 받은 후 성과가 더

높아졌음을 발견하였다. 50건의 평균 Effect Size

는 0.66으로 통계적으로도 상당히 유의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2) DARPA : 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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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국내․외 교육훈련 발전추세

국방개혁 2.0의 필요성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

방여건의 제한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

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

으며 인권과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사격장과 훈련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

원들에 의해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으며 국방

분야의 재정지원 제한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

학기술로 전장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사이버 테러, 재해ㆍ재난 등 초국가적ㆍ비군사적

위협이 확산되고 있어, 징병제 하 병력과 복무기간

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

는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장병을 육성하는 것이

교육훈련의 도전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대정부 권고안

과 국방개혁 2.0, 스마트 국방혁신 과제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

명의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국방 교육훈련을 혁신

해야 하는 당위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국방 교육훈련 체계는 교육훈련 목적에 따라 군

사전문가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과 정예부대를 육성

하기 위한 부대훈련으로 구분한다. 학교교육은 군

사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군사교육은 양성

교육과 보수교육으로, 전문교육은 전문학위 교육과

국외 군사교육, 직무 향상교육 및 능력계발교육으

로 구분한다. 그리고 부대훈련은 개인훈련과 집체

훈련으로 구분한다. 개인훈련은 병 훈련과 간부훈

련으로, 집체훈련은 연합훈련, 합동훈련 및 전술훈

련으로 구분한다(이정구 외, 2016). 미 육군의 경우

Operational domain(야전부대 훈련), Institutional

domain(학교교육), Self Development(자기계발)의

3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17년 발간한 “The

U.S. Army Learning Concept for Training and

Education, ALC-TE)”에서 변화하는 교육훈련 환

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훈련 기조를 “全 복무기간

학습자중심교육훈련(Career-long, Learner-centric

Approach to Training and Education)”으로 설

정하였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차 산업혁

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 교육훈련환경 조성에 박차

를 가하고 있으며 관련된 국내ㆍ외 사례들을 교육

훈련의 3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부대훈련 : IoT와 VR/AR을 적용한 MSA

기반 가상환경 플랫폼 구축

부대훈련은 개인훈련과 집체훈련으로 구분되며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과학화훈련 체계를

활용하여 왔다. 과학화전투훈련단과 같이 야외 훈

련환경에서 마일즈를 활용하는 Live훈련, 전차와

항공기 등의 시뮬레이터에서 조종술이나 전투기술,

제대 단위 전술훈련을 실시하는 Virtual훈련, 워게

임모델을 통해 가상 전장공간에서 대규모 제대의

전투지휘훈련을 실시하는 Constructive훈련을 통

틀어 LVC훈련이라 한다. 미 육군과 세계 각국은

다양한 LVC훈련체계를 활용하여 특히 1990년대

걸프전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 이후 미 육군

과 NATO 등은 도메인의 기술요소가 다른 LVC훈

련체계를 미들웨어와 데이터모델을 통해 연동하여

합성된 가상공간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으

며 이런 노력으로 인해 HLA/RTI, DIS, ALSP3)

등의 다양한 연동체계와 표준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동표준 등은 근본적으로 1980

년대 기술을 근간으로 하며 무엇보다 상이한 도메

인의 데이터모델을 변환하여 연동하기 때문에 생각

만큼 유기적인 가상공간을 창출할 수 없었고 훈련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제한되었다. 또한 다양한 인

력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필요로 함에 따라 많

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교육훈련

계획 및 결과 등의 데이터모델이 상이하게 때문에

동시에 훈련을 실시하더라도 통합된 데이터 분석이

3) HLA/RTI(High Level Architecture), DIS(Distributed
Interactive Simulation), ALSP(Aggregate Level Si-
mulation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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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와 같은

제한사항 등을 극복하기 위해 미 육군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급성장한 게임기술에 주목하였다. 게임과

게임엔진은 근본적으로 미군과 NATO 등 서방세

계 군이 원했던 3차원 가상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경로탐색 알고리즘과 Behavior Tree 등 모델링 환

경을 갖추고 Cognitive Architecture와 같은 범용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최적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 2014년부터 미 육군은 이

런 기술들을 근간으로 한 합성훈련환경(Synthetic

Training Environment)을 구상하였으며 이미 충

분히 성숙된 기술을 바탕으로 2017년 개발에 착수

현재는 사실상 개발을 완료하고 2021년 전 세계의

3차원 가상지형(OWT : One World Terrain)과

통합시뮬레이션소프트웨어(TSS : Training Simu-

lation Software), 교육공학과학습분석, 지능형사후

검토 등의 기술을 포함한 교육훈련관리도구(TMT

: Training Management Tool)를 포함한 소프트

웨어플랫폼 STE-IS(Synthetic Training Environ-

ment-Information System)의 최초 전력화(IOC :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를눈앞에두고있다.

[그림 2] 미 육군 합성훈련환경(STE) 아키텍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TE는 소프트웨어

플랫폼(STE-IS)과 NGC, LTE, RVCT, S/SVT4)와

같은 일련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들로 구성되어 있

4) NGC(Next Generation Constructive), LTE(Live Trai-
ning Environment), RVCT(Reconfigurable Virtual
Collective Trainer0, S/SVT(Soldier/Squad Virtual
Trainer)

다(Goodwin et al., 2020). NGC는 기존의 모놀리틱

한 구조를 가진 워게임모델과 달리 STE 자체의 능

력을 활용하며 대규모 제대의 워게임훈련을 3차원

가상공간에서 활용하여 수행하는 인터페이스이며,

LTE는 우리의 KCTC와 같은 실기동훈련 환경을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통합하는 내용이다. RVCT

와 S/SVT는 기존에 대규모 하드웨어와 공간을 필

요로 하는 전술시뮬레이터와 소부대 훈련체계를 소

프트웨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HMD와 같은 저비용

의 하드웨어를 결합하여 대체하는 내용이다. 위의

체계들은 ’21년 STE-IS와 S/SVT의 전력화를 필

두로 미 육군에 2025년까지 전력화 완료될 예정이

며, 이 체계들과 현재의 일부 Legacy System을 결

합한 STE는 VR/AR기술을 기반으로 한 Military

Training의 IoT환경이라 할 수 있다.

STE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STE-IS는 기본적

으로 Open Architecture, Common Standard, Com-

mon Data, Common Terrain을 표방한다. Open

Architecture 구현을 위해 기본적으로 미 국방성의

MOSA(Modular Open System Approach) 전략

을 따르며,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Open API

와 MicroService Architecture로 구현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교육훈련 소요 발생 시 기존과 같

이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MicroService로 Application을 구현하여 손쉽게

통합하고 운용하는 DevOps 개념의 운용이 가능하

다(Kumm, 2017).

[그림 3]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MSA) 기반 합성
훈련환경(STE) 구현 개념도



72 Hee Nam Lee

Common Standard 측면에서 기존의 LVC 체계

의 연동을 위해서는 HLA나 DIS 표준을 정립하여

연동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놀리틱 구조의 소프트

웨어를 미들웨어로 연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호

운용성이 높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오픈 API를 기

반으로 서비스를 통합, JSON과 같이 상업적으로

널리 쓰이는(Widely Used, Loosely Coupled) 표

준을 활용, 프로세스간 통신을 수행하여 상호운용

을 위한 별도의 표준 개발이 필요없게 되었으며, 표

준 데이터는 xAPI와 같은 JSON 포맷의 데이터 구

조를 활용하여 Activity Tracking을 수행함으로써

사후검토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별도의 데이터 전

환 없이 공통된 데이터 구조를 사용할 수 있게 되

었다.

또한 STE와 같은 가상 플랫폼에는 궁극적으로

인공지능기반의 ITS(Intelligent Tutoring System)

기술이 통합될 예정이다. ITS란 “인공지능의 개념

을 교육 분야에 적용하여 컴퓨터의 사고기능, 자연

스러운 대화능력, 인간교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

습자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최적의 적응

형 교수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40여 년 전부터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암흑기와 같이

초기에는 관련 기술의 부족으로 진전이 없다가 최

근 빅데이터 기술과 컴퓨팅 파워의 향상, 알파고로

상징되는인공지능기술의급진전에따라급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미 육군에서는 미래사령부가 CCDC-

SC(Combat Capability Development Command-

Soldier Center)가 주도하는 오픈소스 기반 GIFT

(Generalized Intelligent Framework for Tuto-

ring) 기술이 STE의등장과함께 주목을받고있다.

GIFT 기술은 전 세계에 흩어진 미 육군 장병들의

맞춤형 학습을 위한 지능형 학습체계 기술로 크게

Pedagogical Module, Domain Moudle, Learner

Module로 구성된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Pedagogical Module은 학습의 진단과 특성 같은

교육방법에 대한 지식과 교육전문성을 담은 모듈이

며, Domain Module은 실제 학습자들이 학습할 내

용을 나타낸다. Learner Module은 학습자들이 학

습한 내용과 시간, 흔적 등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것

이다(Sottilare et al., 2017).

STE의 등장에 따라 오픈소스 기술은 GIFT를

STE의 교육훈련도구인 TMT에 통합하는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GIFT는 가상훈련환

경 뿐 아니라 증강현실 기술과 통합되어 실기동훈

련환경에서도 교육훈련 수행 직후 신속한 피드백

과 정형화된 사후검토를 제공하는 맞춤형 도구가

될 전망이다.

[그림 4] 미 육군 GIFT 개념도

STE는 미국 외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스

웨덴 등에서 전력화에서 착수하였거나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도 도입을 진행

혹은 검토 중이다. STE와 같은 Modular System

은 NATO에서 표준으로 검토 중이다. 또한 NATO

는 GIFT와 같은 ITS 기술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검

토 중이다.

3.2 학교교육/자기계발 : 학습데이터 수집과 지

능형 학습경험 플랫폼(Intelligent LXP) 활용

미 국방성은 1990년대 후반 전 세계에 전개된

미군의 능력개발을 위한 ADL(Advanced Distri-

buted Learning)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이를 추진할

ADL Initiative를 미 국방성 교육훈련 부차관보

(DASD TF&T) 산하에 설치하였다. ADL의 초기

기술적 관심사항은 네 가지로, ① Digital Device의

발전, ② 인터넷 접근성의 확대, ③ 지능형 교수체게

개발, ④ 학습콘텐츠의 공유와 재사용을 위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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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등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학습콘텐츠의 공유와 재사용을 위한 표준인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

del)을 개발한 것이다. SCORM은 전 세계적으로 이

러닝의 표준으로 활용되었으나 주로 교실환경과 같

은 정적인 학습 데이터 수집에 유용하고 국방 교육

훈련의 적용에는 제한사항이 많았다. 이후 ADL은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을 융통성있게 수집할 수 있

는 xAPI(Experience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개발하였다. xAPI는 오픈소스로 국내

외의각종학습관리시스템(LMS : Learning Mana-

gement System)과 이러닝 시스템에 적용되어 폭

넓게 쓰이고 있으며 미 국방성은 이를 국방 교육훈

련의 데이터 표준으로 선정하고 적용할 것을 2017

년에 지시하였다.

[그림 5] xAPI에 의한 실사격 데이터 수집결과

xAPI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 교육

훈련에 폭넓게 적용 가능하며 민간의 LMS나

MOOC 등과도 연계하여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

다. KHANLAB School이나 VISA University 등

에서는 학습활동을 추적관리하고 여기서 얻어진 경

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경험 분석을 진행하여

① 학습자들이 실제 어떻게 학습하고, 어디서 학습

하는지, ② 탁월한 리더십 경험에 기여한 주요 학습

이 무엇인지, ③ 뛰어난 리더들이 동료들에 비해 어

떤 학습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15%에 불

과하던 사내 교육 수료율이 80%로 향상되는 효과

를 가져왔다.

또한 미 국방획득대학과 육군, 공군은 지능형 학

습플랫폼을 적용하여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추진

하고 그 결과 교육훈련 시간을 단축시킨 바 있다.

2019년 미육군과공군은 병과학교에입소한 정비병

을 대상으로 학습내용을 내장한 태블릿을 제공하고

CEREGO社의 지능형 학습플랫폼을 통해 관리한

결과 교육시간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성취도가 높아

졌으며, 미 국방획득대학의 경우 간부 중심의 교육

과정에 이를 적용한 결과 사용자의 78%가 만족을

느꼈고 90% 이상이 자신의 학습성과를 증진되는

효과를 체험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3.3 통합학습환경 아키텍처(Total Learning

Architecture) 구축

과학기술과 인터넷,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

은 부대훈련과 학교교육, 자기계발에 이르는 영역

에서 다양한 교육훈련체계와 도구, 기술의 적용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

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나 다양한 표준과 데이터

의 적용에 따라 개인의 교육훈련과 학습성과를 추

적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우며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교육훈련 성과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이를 증진하

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ADL은 2016년부터 다양한 교육훈련 도메인을 연

결하여 Career-long, Learner-Centric의 학습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TLA(Total Learning Architec-

ture)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TLA는 다

양한 교육훈련체계의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고 이를

서비스 기반의 오픈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궁극적

으로 개인에게 맞춤형 학습(Adaptive Learning)을

제공하기 위한 통합 아키텍처이다(AD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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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A의 핵심 아키텍처는 아래와 같으며 [그림 6]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Overarching TLA Specification : TLA의 여러

요소에 필요한 다양한 표준들을 정립하고 상호운

용성을 갖추는 활동

2. Competency-Based Learning : 국방 교육훈련

의 도메인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KSA :

Knolwedge, Skill, Attribute) 등을 측정가능하

도록 객관화하여 성취여부를 평가하는 활동

3. Learning Activity Tracking : 교육훈련 성과

평가를 위해 xAPI 등의 데이터 표준을 활용하

여 각종 훈련체계를 통한 교육훈련 활동을 수

집하고 관리하는 활동

4. Learner Records : 학습자의 교육훈련 내용을

저장관리하는 정책과 표준

위와 같은 TLA 핵심활동과 관련 기술의 성숙도

에 TLA 기술 성숙도는 5단계로 나뉘어진다. 교육훈

련 결과를 단순히 단일 LRS에 저장하고 이를 활용

하는 것이 1단계이며, 5단계에서는 Competency와

Activity Tracking, ITS 등이 통합되어 교육훈련의

계획-준비-실시-평가의 전 과정의 데이터가 수집되

어 피드백되는 구조가 될 것이다(ADL, 2019).

4. 교육훈련 정보화 및 혁신 전략

교육훈련은 국방의 어떤 분야보다도 정보화ㆍ지

능화 소요가 무궁무진함에도 현재까지 특별한 발전

없이 개별적인(stove-piped) LVCG 훈련체계나

일부 원격교육체계만이 확보되어 운용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과학화훈련 체계 확대는 교육훈련의

정보화 및 지능화에 대한 당위성을 높여주고 있으

며 이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네트워크 기술 등

을 활용하여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훈련의 정보화ㆍ지능화를 통한 교육훈련 성과

와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

력이 필요하다.

[그림 6] 미 국방성 TLA 핵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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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핵심 요소기술 획득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선진국과 국내의

교육훈련 혁신 사례를 통해 아래와 같은 핵심 요

소기술의 확보 필요성이 있다.

1. 교육훈련 데이터 표준화 : 학습자의 계획-준비-

실시-평가의 교육훈련 과정에서 생성되는 교육

훈련 데이터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특히 중요

한 것은 교육훈련 활동과 운영데이터이다. 이러

한 데이터들의 표준으로는 ADL의 xAPI와 IMS

Caliper 등이 있는데 미 국방성의 경우 xAPI를

지침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닝과 원격교육체계

이외 다양한 LVC 훈련체계의 데이터 수집을 위

해서는보다융통성있게적용가능한 xAPI 기술

이 효과적이라 판단되며 국방교육훈련에서 xAPI

statements를 정의하고 적용하기 위한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2. 역량(Competency) 관리기술 : 역량이란추상적인

용어가아니라교육훈련을통해서얻게되는지식,

기술, 태도(KSA)의 총합체이다. 교육훈련을 통해

서얻어야할본체가명확히정의되어야달성가능

한 성과지표를 선정하고평가가가능하며 특히이

와 관련한 각종 과업(Task)들이 명확하게 정의되

어야 교육훈련의 정보화ㆍ지능화가 가능할 것이

다. 역량을 교수학습이론에 의거 명확하게 정의하

고명세화할수없다면인공지능, 빅데이터기술이

있다하더라도 교육훈련의 정보화ㆍ지능화는 요원

할 수 있다. 역량 관리와 관련해서는 ADL에서

CaSS(Competency and Skill System) 프로젝트

를 진행중이며역량을설계하고결정하여교육훈

련 전과정에적용 가능하도록 공통적인프레임워

크를 연구하고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지능형 학습체계(ITS) : 국방교육훈련의 대상자

대부분은 20대 초반의 장병들이며 이를 훈련해야

하는교관들또한 20대∼30대 초반의젊은간부들

이다. 현대의젊은간부들은모두유능하고훌륭한

자질을갖춘우수한인력들이나 학교의교사나대

학의 교수와 같이 동일한 분야를 수십년에 걸쳐

가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수능

력이 낮고 개인차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장병들은

짧은 복무기간에 원숙한 수준의 전투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히려 모병제의 군대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교육훈련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인공지능기반의지능형학습체계는이에대한

대안이될수있다. 미육군미래사령부의 CCDC-

SC는 2012년부터 GIFT 기술을연구중이며오픈

소스로공개되어있고 STE와연계된연구를진행

중이므로단기간에활용가능한기술을 확보할수

있다. 또한 국내 민간에서도 머신러닝을 활용한

학습추천 알고리즘이나 지능형 학습플랫폼에서

콘텐츠큐레이션을제공하는 수준에와 있어국방

교육훈련영역에서적절한수요처를찾을경우단

기간 내에 적용 가능할 것이다.

4.2 영역별 과학화 교육훈련체계 확대

부대훈련, 학교교육, 자기계발과 같은 교육훈련

영역에서는 이미 다양한 교육훈련체계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부대훈련에서는 LVC훈련체계로 통칭

되는 다양한 유형의 과학화훈련 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나, 실기동훈련을 마일즈와 KCTC, 워게임모

델을 이용한 대대급 이상 제대의 전투지휘훈련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장병 개개인의 전투

기술 향상과 하위 제대의 전술훈련을 위한 가상훈

련체계나 선진국에서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게임

훈련체계의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방

개혁 2.0 추진계획과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

신 추진과제에 의해 확보를 추진 중인 VR/AR 기

반 가상훈련체계를 조기에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STE와 같은 공통표준과 공통데이터를 적용하여

도입한다면 교육훈련 정보화 및 지능화에 더욱 용

이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과

자기계발 분야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플립

러닝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격교육체계나 학습관리

시스템 등 온라인에 의한 자기주도학습과 강의실

에서 오프라인 학습이 적절히 결합되어야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일부 학교기관에만

적용하는 원격교육체계나 쌍방향 교육체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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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전 군이 활용가능한 지능형 학습플랫폼과 학

습내용을 개발하여 장병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

나 학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4.3 한국형 TLA 구축

교육훈련의 정보화․지능화를 위한 핵심 소요기

술에 의해 교육훈련 영역별 표준화된 교육훈련체계

를 확보한다면 다음 순서는 이를 통합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TLA와 같이 부대훈련, 학교교육, 자기

계발 영역의 교육훈련체계를 xAPI와 지능형 학습

체계, 역량관리 시스템, ’23년에 개발에 착수하는 국

방교육훈련관리체계(DTMS : Defense Training

Management System)과 통합한 한국형 TLA의

구축으로통합된교육훈련환경에서방대한교육훈련

데이터를축적하고이를학습분석(Learning Analy-

tics)을통해분석한다면개인(Miicro) 및기관(Meso),

국방(Macro) 차원의 처방과 피드백이 가능해 지고

궁극적으로 교육훈련 성과의 향상과 전투준비태세

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아키텍처는 최신

ICT 기술동향을 반영하여 MicroService Archi-

tecture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STE와 ITS의 주요

모듈들을 서비스화하여 오픈 API 기반으로 통합하

면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통

합할 수 있어 한국형 TLA의 진화적 발전에 유리할

것이다.

4.4 조직 및 제도 개선

교육훈련의 정보화ㆍ지능화는 현재 일선에 있는

교육훈련 담당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교육훈련과정보화전문인력과민간의첨단 ICT 기술

인력이 융합된 조직이 필요하다. 미 국방성의 ADL

과 같이 교육훈련 관련 정보화 기술을 융합하고 교

육훈련 영역의 훈련체계들과 통합하며 DTMS를 운

영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차원의 전문인력과 전담조

직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와 이학습터와 같은

학습플랫폼을 운용하고 있어 참조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등의 날로 진보하는

기술들을 유연하게 융합하기 위해서는 실험적 차원

의 시범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본래 교육훈련 예산으로 시행하여

야 하나 교육훈련 관련 예산획득 및 집행 프로세스

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정보화

분야에서는 이러한 시범사업과 실험적 시도들을 추

진할 수 있는 트랙들이 있어 교육훈련 당국이 이러

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림 7] 한국형 Total Learning Architecture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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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방개혁과 스마트 국방혁신

달성을 위한 교육훈련 정보화ㆍ지능화 전력을 제시

하기 위해 선진국과 국내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교육훈련 혁신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한 국방 교육훈련의 정보화ㆍ지능화 방안을 알아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 데이터의 표준화,

역량관리 능력 확보, 지능형 학습체계 기술 등의 도

입이 필요하며, 부대훈련과 학교교육, 자기계발 영

역에서 다양한 교육훈련체계를 확보하고 이를 상호

운용성이 뛰어난 아키텍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를 수행하는 목적은 4차 산업혁명이 도

래함에 따라 관련 기술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목적

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염원했음에도 구현이 어려

웠던 교육훈련의 정보화ㆍ지능화가 과학기술의 급

진전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교육

훈련 데이터를 통합하고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학

습체계를 통해 교육훈련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전투준비태세의 향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방부, “국방개혁 2.0”, 2019.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4차 산업혁명 대

정부 권고안”, 2019.

이정구, 정용주, 배현경, “효과지향의 학교교육을 위

한군사훈련 교육체계발전방안 : 육군 장교 양

성과정을 중심으로”, 육군3사관학교 충성대 연

구소, 2016.

계보경, 임완철등, “지능형학습분석을위한데이터

수집․분석 API 고도화 연구”, 연구보고 RR

2018-9, 2018.

Bloom, B.S., “The 2 Sigma Problem : The Se-

arch for Methods of Group Instruction as

Effective as One-to-One Tutoring”, Edu-

cational Researcher, Vol.13, No.6, 1984, 4-16.

Braddock et al., “Report of the Defense Science

Board Task Force on Training Superiorty &

Training Surprise”, Defense Science Board,

2001.

DODI 1322.26, “Distributed Learning(DL)”,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er-

sonnel and Readiness, 2017.

Fletcher, J.D. and J.E. Morrison, “Accelerating

Development of Expertise : A Digital Tutor

for Navy Technical Training”,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2015.

Fletcher, J.D., “DARPA Education Dominance

Program : April 2010 and November 2010

Digital Tutor Assessments”,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2011.

Fletcher, J.D., “Research Foundations for the

Advanced Distributed Learning Initiative”,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2010.

Goodwin, G.A. and M. Hoffman, “Intelligent, Adap-

tive Training in The Synthetic Training En-

vironment : 2020 Update”, Generalized Intel-

ligent Framework for Tutoring Symposium,

Vol.8, 2020.

Kulik, J.A. and J.D. Fletcher, “Effectiveness of

Intelligent Tutoring Systems : A Metal-

Analytic Review”,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86, No.1, 2016, 42-78.

Kumm, C. and J. Burwell, “System of Systems

Approach for the Development of Next Ge-

neration Modular Simulation-Based Trai-

ning System”, MODSIM World 2017, No.7,

2017, 1-17.

Laird, J.E. and M. Van Lent, “Human-Level AI’s

Killer Application Interactive Computer Games”,

AI Magazine, Vol.22, No.2, 2001, 15.

MG Gervais, Maria, “Revolutionizing Training

Through Technology”, Training & Simu-

lation Industry Symposium 2020, 2020.

Miller, S., “DOD takes AI to school”, Defense-



78 이 희 남

systems.com, 2020.

NATO STO Technical Report, “Assessment of

Intelligent Tutoring Systems Technologies

and Opportunities”, Human Factors and

Medicine Task Group, No.237, 2018.

Sottilare et al., “An Updated Concept for a Gene-

ralized Intelligent Framework for Tutoring

(GIFT)”, Army Research Labortary, 2017.

The ADL Initiative, “Total Learning Architec-

ture 2019 Report”, 2019.

Vanlehn, K.,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Hu-

man Tutoring, Intelligent Tutoring System,

and Other Tutoring Systems”, Educational

Psychologist, Vol.46, No.4, 2011, 197-221.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교육훈련 정보화 및 지능화 전략 79

About the Authors 

이 희 남 (anes126@hanmail.net)

동국대학교 생명자원경제학과(학사), 국방대학교 운영분석과(석사), 충남대
학교 컴퓨터공학과(박사 수료), 현재 육군 교육사령부 중령으로 주요 관심분
야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인지구조, 가상 및 증강현실, Intelligent
Tutor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