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안내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e-mail 또는
전화로 인적사항을(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tradoc3166@army.mil.kr
winwinhappy@naver.com
담당 : • 육군교육사령부 전투실험실
(군) 975-6336 / (일반) 010-5076-6573
• (사)21세기군사연구소 사무국
02-842-3105 / 010-5080-2309

2018년

육군교육사령부
전투실험 발전 세미나
- 첨단기법의 전투실험 방향 -

오시는 길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66 정부세종청사 (1동 남측)
• 정부세종청사
- 오송역

: 751번, 900번, 1001번 버스 탑승 후
정부세종청사(북측, 남측) 정류장에서 하차
- 조치원역

: 500번, 502번, 550번, 991번 버스 탑승 후
정부세종청사(북측, 남측) 정류장에서 하차
- 대전역

: 1001번 버스 탑승 후 		
정부세종청사(북측, 남측) 정류장에서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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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22일(월) 10:00~13:00
장 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
공동 주최 :

육 군 교 육 사령 부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

2018-10-11 오전 6:22:00

진 행 순 서

모시는 글
“귀하와 귀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 속에서 한국군은 더욱

09:30~10:00

10:00~10:10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고, 미래 위협에 대한

참석자 등록 및 접수

개회사 진행 / 참석자 소개

◈ 사회 : 신금석 박사 <예)준장, 전 합동실험분석 부장>

연구와 함께 공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육군교육사령부는 미래에 요구되는
작전능력의 소요를 전투발전 분야별로 도출하고,

10:10~10:50

전투수행에 관련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드론봇 전투부대 운용효과 검증을 위한 전투실험 설계
발표 : 김익현 박사 (21세기군사연구소)

수 있는 과학적인 방식의 전투실험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2018
전투실험 발전 세미나』는 미래지향적이고 과학적인
전력발전의 수단인 전투실험의 신뢰성 제고와 업무
수행의 활용성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0:50~11:30

 공정사단 임무수행 능력 검증을 위한 전투실험 설계
발표 : 나태종 박사 (21세기군사연구소)

금번 세미나가 미래 전투실험의 첨단기법 방향을
제시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이 될

11:30~12:10

수 있도록 많은 참석 기대합니다.

2018년 10월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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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3:00

 빅 데이터 기법을 활용한 전투실험 자료 구축 및 적용방안
발표 : 정춘일 박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오찬

김진욱

2018-10-11 오전 6:2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