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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공 ICT 기술은 항공과 전자의 융합 기술로 조종

사 업무 수행, 항법, 교육 등 활용 분야가 매우 다양하

다. 특히 비행 조종 시뮬레이터는 전 세계 선진국의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VR(Virtual Reality), AR

(Augmented Reality), HMD(Head Mounted Dis-

play)와 같은 항공전자 기술을 필두로 경쟁하고 있으

며, 민간개발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VR/AR

기반 비행 조종 시뮬레이션의 경우, 공군 조종사 양

성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1,2]. 이러한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항공 조종 훈련 

시스템의 경우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

여 이뤄지는 훈련인 비정상상황 회복훈련(Upset

Prevention Recovery Training, UPRT[3])을 중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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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이 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훈련 시스템 구축

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 산업에 VR/AR 기술이 시뮬레이터 

내부의 프로그램과 연동됨에 있어 VR/AR 기술의 

호환성 지원율이 낮기 때문에 보편화가 이뤄지지 않

는 실정이며, 기존 항공 시뮬레이터에는 모니터 시각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몰입

감과 현실성의 한계가 있다[4,5]. 특히 개개인의 조종 

특성에 맞춰지지 않은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의 특성

으로 인해 실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하는 연습량의 부족으로 실제 훈련 및 비행 중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훈련이 지원 가능한 조종사 훈련 플랫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VR/AR 환경의 협업 딥러닝을 적

용한 맞춤형 조종사 훈련 플랫폼을 제안한다. 제안한 

플랫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VR 시뮬레이

터 및 AR 디브리핑 디스플레이 기반의 항행 훈련 

시스템은 VR 장비와 비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VR 모의비행을 수행하고 AR 디브리핑 디

스플레이를 통해 훈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임무가 끝난 후에 리플레이를 통해 완료된 

항행임무를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VR 시뮬레이터 

및 디브리핑 디스플레이 기반의 항행 훈련 시스템을 

통해, VR 장비와 비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연동

하여 VR 모의비행을 수행하고, 모의비행 중 수집된 

AR 디브리핑 디스플레이를 통해 훈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항행임무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협업 

딥러닝 기반의 맞춤형 조종사 훈련 추천 시스템은 

VR 비행 시뮬레이터를 통해 수집되는 조종사 훈련 

데이터를 프로파일 처리하여 최적의 훈련 코스를 추

천하는 시스템이다. 협업 딥러닝 기반의 맞춤형 조종

사 훈련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추천 알고리즘은 

기존에 존재하는 추천 필터링 방식인 협업 필터링과 

규칙기반 필터링을 사용하며 추천의 정확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RNN을 기반으로 한 Collaborative Deep

Learning을 혼합한 기법을 사용한다.

특히, VR 시뮬레이터 및 AR 디브리핑 디스플레이 

기반의 항행 훈련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조종사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훈련 코스를 추천하기 협

업 딥러닝을 적용한 맞춤형 조종사 훈련 추천 알고리

즘 제안하고 이에 대한 분석 및 검증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관련연구로

서, 맞춤형 조종사 훈련 시스템과 지능형 추천 시스

템에 대해 서술한다. 3장은 제안하는 협업 딥 러닝 

기반의 VR/AR 환경의 협업 딥러닝을 적용한 맞춤

형 조종사 훈련 플랫폼에 대하여 기술한다. 4장은 제

안한 VR/AR 환경의 협업 딥러닝을 적용한 맞춤형 

조종사 훈련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

한 평가 및 분석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로 맺는다.

2. 관련연구

2.1 맞춤형 조종사 훈련 시스템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인해 항공 ICT 산업의 발전

이 고도화 되면서 이에 항공 운항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또

한 국내외 항공 노선의 증가 및 PAV(Personal Aerial

Vehicle)을 이용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조종사

의 수요가 증가 하였으며, 이에 따른 모의 조종 훈련 

시스템의 환경을 제공하는 조종사 훈련 시뮬레이터

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조종사 훈련체계 변화

와 발전 추세를 살펴보면 IT 기술 및 가상현실 기술

의 급격한 발달에 힘입은 모의훈련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6,7].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하드웨어를 통해 시뮬레이터를 구성하여 훈

련자에게 몰입감과 현실감을 주어 실제 상황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구문[8]

은 VR HMD 기반의 모의 비행 장치를 통해 조종 

훈련을 진행을 한 후, 이를 통한 조종사 훈련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프트웨어적 측면으로는 조종사

의 훈련 데이터를 확보하여 맞춤형 EBT(Evidence

Based Training) 프로그램을 통해 조종사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기량 향상 및 안전운항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조종사 훈련 시스템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조종기술 및 절차에 중점을 두

기 보다는 조종사의 역량(지식, 기량, 자세) 강화에 

중점을 둠으로써, 과거 정기 훈련이 법정 요구 항목

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면 EBT 프로그램은 기종

별·노선별·사례별 맞춤형 훈련을 통해 조종사의 역

량을 강화한다.

2.2 지능형 추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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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시스템이란 정보 필터링(Information Filter-

ing, IF) 기술의 일종으로, 특정 사용자가 관심을 가

질만한 정보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9]. 추천 시스

템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콘텐츠 기반 필터링, 협업 

필터링, 규칙 기반 필터링, 협업 필터링과 콘텐츠 기

반 필터링을 조합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개발된 하이

브리드 필터링 등이 있다[10].

본 논문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조종사 및 

트레이너/평가자에게 맞춤화된 훈련 정보와 훈련 결

과를 분석하도록 고전적인 추천 필터링 방식인 협업 

필터링과 규칙기반 필터링을 사용하며 추천의 정확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RNN(Recurrent Neural Net-

work)을 기반으로 한 협업 딥 러닝(Collaborative

Deep Learning)을 사용하였다. 협업 딥 러닝은 딥 

러닝 알고리즘에서 뉴런 학습 과정에서 뉴런 간의 

협업을 통해 유사한 뉴런의 가중치를 활용하는 방식

을 사용한다. H. Wang[11]은 협업 계층을 추천 시스

템에 적용하였으며, H. Ying[12]는 랭킹 알고리즘에 

협업 딥 러닝을, X. Kong[13]은 강화 학습에 협업 

계층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H. Lee[14]는 

이미지 라벨 예측 알고리즘에 협업 딥 러닝을 활용하

며 협업 딥 러닝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VR/AR 환경의 협업 딥러닝

을 적용한 맞춤형 조종사 훈련 플랫폼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조종사 훈련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조종사

에게 맞춤형으로 훈련 콘텐츠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 

시스템의 설계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협업 

필터링은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얻은 기호 정보에 따

라 사용자들의 성향을 자동적으로 예측하도록 하여,

가지고 있는 이력이 유사한 사용자 또는 콘텐츠의 

성질 중 공통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를 서로

에게 추천하는 방법이다.

3. VR/AR 환경의 협업 딥러닝을 적용한 맞춤형 

조종사 훈련 플랫폼

3.1 VR/AR 환경의 협업 딥러닝을 적용한 맞춤형 조종

사 훈련 플랫폼

제안한 맞춤형 조종사 훈련 플랫폼은 VR 시뮬레

이터와 및 AR 디브리핑 디스플레이 기반의 항행 훈

련 시스템과 협업 딥러닝 기반의 맞춤형 조종사 훈련 

추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의 좌측면은 VR 시뮬레이터 및 디브리핑 

디스플레이 기반의 항행 훈련 시스템을 나타낸 것으

로, VR 장비와 비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연동하

여 VR 모의비행을 수행하고 AR 디브리핑 디스플레

이를 통해 훈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

며, 임무가 끝난 후에 리플레이를 통해 완료된 항행

임무를 평가할 수 있다.

조종사는 개선형 VR 시뮬레이터를 통해 ①가상 

항행 훈련을 수행하게 되며 실시간 훈련내용은 AR

기반 항행 디브리핑 시스템에 반영되어 시각화되고 

시각화된 훈련 내용은 트레이너 및 평가자가 실시간

Fig. 1. VR/AR-base Customized Pilot Training Platform with Collaborative 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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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⑨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 있다. 모니터링 및 평

가를 위해 협업 딥러닝 기반의 맞춤형 조종사 훈련 

추천 시스템의 분석을 통해 훈련 결과를 분석하여 

해당 훈련 이후 수행하기에 적합한 훈련을 추천하고 

해당 훈련 결과의 적합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하

기 위한 수치를 분석하게 된다. 우선 ②조종사의 프

로파일 및 훈련 기록 프로파일을 빅데이터 기반 조종

사 훈련기록 프로파일 처리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빅데이터 기반 조종사 훈련기록 프로파일 처리 시스

템에서는 ③프로파일을 저장 및 관리하게 되는데, 이 

때 수집되는 프로파일은 텍스트 형태의 비정형 데이

터이므로 전처리 및 프로파일 처리를 수행하여 저장

하게 되며, 협업 딥러닝 기반의 분석을 위해 ④협업 

딥러닝 기반의 맞춤형 조종사 훈련 추천 시스템으로 

프로파일을 전송한다.

Fig. 1의 우측면은 협업 딥러닝 기반의 맞춤형 조

종사 훈련 추천 시스템으로, 훈련 기록 데이터를 프

로파일 처리하여 빅데이터 및 AI 기반의 분석 알고

리즘을 통해 훈련 패턴을 도출하고 최적의 훈련 코스

를 추천할 수 있으며, 분석된 결과는 AR 디브리핑 

디스플레이에서 평가할 수 있다. 협업 딥러닝 기반의 

맞춤형 조종사 훈련 추천 시스템에서는 ⑤훈련 내용

을 분석하여 ⑥분석된 결과를 저장하고 분석 결과를 

조종사 훈련 추천 시스템 시각화 및 동기화 모듈로 

전송하고, 전송된 분석 결과를 ⑦시각화 처리하여 

AR기반 항행 디브리핑 시스템으로 ⑧시각화 정보를 

동기화하여 추천 결과를 AR을 통해 트레이너 및 평

가자가 ⑨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 있다. 모니터링 및 

평가후에 ⑩트레이너 및 평가자의 피드백결과를 빅

데이터 기반 조종사 훈련기록 프로파일 처리 시스템

으로 전송되어 다음 훈련기록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 

처리되어 저장된다.

본 논문에서는 VR 시뮬레이터 및 AR 디브리핑 

디스플레이 기반의 항행 훈련 시스템 환경에서 수집

된 훈련 데이터에 기반하여 프로파일 처리를 통해 

훈련자에게 맞춤형으로 훈련 코스를 추천하는 시스

템을 제안한다.

3.2 VR 시뮬레이터 및 AR 디브리핑 디스플레이 기반

의 항행 훈련 시스템

본 시뮬레이터의 구성요소는 VR 헤드셋 장비로 

HTC VIVE, 정밀도가 높은 항공기용 조종간 요크

(yoke), 스로틀(throttle), 러더 페달(rudder pedal), 6

개 자유도를 가진 모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VR 시뮬레이터로도 강력한 옆바람(cross-

wind), 악천후 상황, 엔진 고장으로 인한 비상착륙 

등 위험한 조건의 비행교육이 이미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행 중 일어날 수 있는 비행착각(spatial

disorientation) 및 야간 비행 중 비행착시(visual il-

lusion)에 대한 훈련 시나리오도 포함하도록 한다.

AR 기반 항행 디브리핑 시스템은 마이크로소프

트 홀로렌즈를 사용하며 VR 시뮬레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도록 한다. 사용자가 홀로렌즈 헤드셋을 착용

한 상태에서 빈 공간상에 3차원 홀로그램으로 표현

된 지형 및 항공기 궤적 그래픽을 상하좌우로 직접 

이동하여 보면서 항행결과를 리플레이하여 분석하

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조종사가 VR 시뮬레

이터에 탑승하여 비행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행 

평가자는 3차원 항행 디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항공

기의 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으며, 임

무가 끝난 뒤에는 리플레이하여 완료된 항행임무를 

평가할 수 있다.

항행 디브리핑 시스템에는 비행과 관련한 여러 외

적변수들을 그래픽으로 표현하여 항행 디브리핑에 

적용하게 된다. 초기 비행경로 상에 생길 수 있는 폭

풍 등의 악천후를 항행 디브리핑 시스템 상에 그래픽

으로 표시하여 어떤 경로로 비행하는 것이 최적의 

회피경로인지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 운항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비상상황, 위험상황, 고난도 기

동상황 등도 항행 디브리핑 시스템 상에 그래픽으로 

표시한다.

항행 디브리핑 시스템은 사고 조사 시 블랙박스의 

기록을 토대로 한 보다 정확한 사고 상황의 재조성도 

가능하며 시스템 아키텍쳐는 Fig. 2와 같다. 수집된 

기록과 프로파일 데이터들은 협업 딥러닝 기반의 맞

춤형 조종사 훈련 추천 시스템으로 전달되고, 이에 

기반하여 훈련자의 취약점 및 항행 상태 등을 분석해

서 AR 항행 디브리핑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을 해 

준다.

3.3 협업 딥러닝을 적용한 맞춤형 조종사 훈련 추천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의 조종사 훈련기록 프로파일 처리 

시스템은 항행 훈련 기록 데이터를 프로파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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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정규화 및 전처리 과정을 거쳐 훈련 기록 

데이터의 특성을 분류하고 DB에 저장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항행 훈련 기록 데이터를 수

집하여 개인 맞춤형 추천을 위한 훈련기록 프로파일 

생성을 위한 정규화 및 전처리 알고리즘 및 사용자의 

훈련 기록과 패턴을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추천을 

위해 프로파일을 처리 및 생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필요로 한다. 훈련 기록 프로파일은 훈련의 내용, 시

간, 난이도, 훈련 기체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조종사 훈련기록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사용

자의 훈련 패턴을 도출하여 훈련의 결과를 자동으로 

평가하고 지도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훈련 패턴 

분석 알고리즘을 포함한다. 개인 맞춤형 훈련 결과 

분석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훈련에서 얻은 결과에서 

Fig. 2. Architecture of VR Simulator and AR Filght Debriefing System.

Fig. 3. Customized Pilot Training Recommendation System with Collaborative 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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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르게 수행한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판단하

여 평가하게 되며 이전 사용자들의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생성하여 이후 훈련에서 더욱 

중요하게 필요한 훈련 내용을 예측하고 추천할 수 

있다.

빅데이터 기반의 조종사 훈련기록 프로파일 처리 

시스템은 Fig. 3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조종사 

훈련 추천 시스템의 추천 결과를 시각화하여 표현하

기 위한 모듈 및 AR 디브리핑 디스플레이에서 3D

및 혼합현실로 표현되기 위한 동기화 모듈을 통해 

시각화 모듈은 빅데이터 기반의 조종사의 훈련 기록,

분석된 훈련 패턴 결과, 개인 맞춤형 훈련 결과 등을 

수치화 및 그래픽화하여 AR 디브리핑 디스플레이에 

동기화하여 화면에 표현된다. 또한 협업 딥러닝 기반

의 맞춤형 조종사 훈련 추천 시스템은 추천 알고리즘

을 통해 조종사 및 트레이너/평가자에게 맞춤화된 

훈련 정보와 훈련 결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추천 알

고리즘은 Fig. 4와 같다.

협업 딥 러닝을 적용한 VR/AR 기반의 개인 맞춤

형 조종사 훈련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은 고전적인 

추천 필터링 방식인 협업 필터링과 규칙기반 필터링

을 사용하며 추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RNN

을 기반으로 한 Collaborative Deep Learning을 혼합

한 기법을 사용한다. 또한 처음 훈련에 참가하는 초

기 사용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Cold Start문제의 

해결을 위해 초기 사용자는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Collaborative Deep Learning과정을 생략하고 

필터링 과정을 통해 이력을 축적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유저가 추가되는 경우, 추

천할 정보가 쌓일 때 까지 추천이 어려워지는 문제점

이 발생하여 최적의 훈련 코스를 추천해주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때, RNN과 협업 필터

링을 혼합하여 구성을 하면서, KNN 알고리즘을 통

해 기존의 타 유저들과 유사도가 가장 비슷한 유저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새로운 데이터들에 대해서 

RNN 알고리즘을 통해 추가적인 학습을 시킨 후 협

업 필터링을 이용함으로써 모델의 성능과 추천의 정

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후 추천 결과가 조종사 및 

트레이너/평가자에게 제공된 후 피드백을 통해 프로

파일을 학습시켜 이후 추천 결과에 반영할 수 있으

며, 알고리즘은 총 6단계로 순차적 수행 절차를 기반

으로 설계되었으며 각각의 단계에서 처리되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Fig. 4. Pilot Training Recommendation Process with Collaborative 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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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프로파일 생성(Create Profile)

프로파일은 빅데이터 기반 조종사 훈련 기록 프로

파일 처리 시스템에서 전처리 및 시각화 분석을 통해 

정의된 6개의 테이블을 불러와 사용하고, 현재 모든 

속성치를 포함하여 프로파일을 구축하였으나 일부 

속성값의 경우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거나 분석에 

불필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속성들은 

실제 항행 훈련 추천 알고리즘이 구현되고 실제 테스

트를 수행한 후에 점진적으로 불필요한 속성을 제외

할 예정이다.

② 새로운 사용자 처리(New User)

새로운 사용자의 경우 아무런 프로파일 정보를 가

지고 있기 않기 때문에 이력을 기반으로 하는 협업 

필터링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

함. 이를 초기 사용자 문제 또는 Cold-Start 문제라고 

칭한다.

따라서 설계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이력을 확인

하고 보유한 이력이 일정 이하일 경우 협업 딥 러닝 

과정을 스킵하고 규칙 기반 필터링을 통해 바로 최적

의 훈련을 추천해 주도록 한다. 그리고 규칙 기반 필

터링만을 사용하여 일정이상 추천이 진행되고 이력

이 쌓이게 되면 다시 협업 딥 러닝을 통해 추천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③ 협업 딥 러닝(Collaborative Deep Learning)

협업 딥 러닝은 대표적인 딥러닝 알고리즘인 

RNN과 협업 필터링을 혼합하여 구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KNN(K-Nearest Neighbors) 알고리즘을 

통해 유사한 훈련 패턴을 분석하고 1차 추천리스트

를 생성하였다. 1차 추천리스트는 이후 규칙기반 필

터링에서 다시 한 번 정렬되어 더욱 정확도 높은 추

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Fig. 6의 형태로 나

타낼 수 있다.

KNN 알고리즘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기존 데이터의 그룹 중에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분류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며 둘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알

고리즘이다. KNN 알고리즘은 수식 (1)과 같이 계산

되며 k는 몇 번째로 가까운 데이터까지 살펴볼 것인

가를 나타내고, x 값과 y 값은 각각 입력된 데이터를 

수직선 상에 나타내었을 때의 값을 나타낸다.


  



  (1)

딥러닝과 KNN을 통해 유사한 콘텐츠 그룹 패턴

을 찾아내면 유사도를 이용하여 그룹간의 상호 추천

이 가능한 협업 필터링 기법으로 1차 추천리스트를 

생성하도록 설계하였으며, KNN외에 대표적인 유사

도 분석 알고리즘으로는 거리 기반으로 유사도를 측

Fig. 5. Non-recommendable Situation Cases Due to Initial User Problems.

Fig. 6. Application of Collaborative Filtering Technique 

to RNN using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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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유클리디언 알고리즘이 있으며 수식 (2)와 같

이 계산된다. n은 데이터의 수를 나타내며, x와 y의 

좌표 차를 구해 거리를 구하고 음수값과 양수값이 

비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곱 연산을 수행한다.





  



  
 (2)

④ 규칙 기반 필터링(Rule-based filtering)

규칙기반 필터링은 모델을 학습시켜 추천 리스트

를 생성하는 기존의 다른 모델들과는 다르게, 개발자

가 일정한 규칙을 미리 정하여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필터링 방식이다. 상세한 규칙은 조종사 

훈련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편차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나 패턴이 확인된 후에 지속적으

로 업데이트 된다.

⑤ 추천 리스트 제공(Recommend contents to user)

모든 필터링을 마친 후 최종적으로 생성된 추천 

리스트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추

천 정확도의 판단은 모든 측정값의 오차의 평균을 

구하는 MAE(Mean Absolute Error)를 사용하며 

MAE는 수식 (3)과 같이 계산된다. n은 오차의 개수

를 나타내며,  는 절대 오차를 나타낸다. 각 측

정값과 실제값 사이의 절대 오차를 구하여, 모두 더

한 다음에 절대 오차의 개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3)

MAE는 실제 테스트 데이터에서 알고 있는 값과 

예측치를 비교하여 추천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방식

으로, 모델을 만들 때 사용했던 실제 정답이 되는 값

과 모델을 사용하여 정답이 되는 값을 추론한 값을 

비교하여 추천의 정확도를 측정하도록 한다.

⑥ 피드백 반영(Reflecting Feedback)

마지막으로 최종 추천 리스트를 조종사 및 트레이

너/평가자에게 제공한 후 피드백을 통해 프로파일을 

갱신하게 되며, 피드백을 통해 갱신된 프로파일을 추

천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맞춤형 조종 훈

련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4. 평가 및 분석

VR/AR 환경의 협업 딥러닝을 적용한 맞춤형 조

종사 훈련 플랫폼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켄트 

주립대학 항공학과에 재학 중인 조종사 훈련 과정생 

30명을 대상으로 모의 조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시뮬레이션 기반 프로그램인 X-Plane 11을 통해 

운항 중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생의 훈련 

점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훈련 과정생은 

2개의 비행 평가와 비행 평가 훈련을 위한 20가지 

훈련 코스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또

한 훈련 시뮬레이션은 훈련 과정생 모두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20가지 훈련 코스를 선택하는 방식

으로 6개의 그룹(각 5명)으로 나눈다. 각 그룹은 ①

훈련 코스를 추천 없이 스스로 선택하는 그룹, ② 내

용 기반 필터링으로 추천 받는 그룹, ③ 협업 필터링

으로 추천 받는 그룹, ④ 퍼셉트론 기반으로 추천 받

는 그룹, ⑤ RNN 기반으로 추천 받는 그룹, ⑥ 협업 

딥 러닝 적용한 맞춤형 조종사 훈련 플랫폼으로 추천 

받는 그룹으로 나뉜다. 각 그룹의 훈련 과정생은 20

가지 훈련 코스 중 10가지 훈련 코스를 시뮬레이션 

하게 되며 이후 2개의 비행 평가를 통해 점수를 받게 

되며 해당 점수를 비교하여 훈련이 적합하게 수행되

었는지를 비교 및 평가하며, 테스트 환경은 Table 1

과 같다.

Table 1. Test Environment

Project Description

Operating System Window 10(64bit)

CPU 2.5 GHz Intel Core i7

Memory 16GB 1600 MHz DDR3

Compiler Java, Python(Tensorflow)

Database RDBMS(PostgreSQL)

Training Environment Customized Pilot Training Platform, X-Plane 11, Microsoft Hololens1



1083VR/AR 환경의 협업 딥러닝을 적용한 맞춤형 조종사 훈련 플랫폼

∙훈련 데이터 셋 구성

- 모집단 30명(켄트 주립대학교 내의 항공학과 재

학 중인 조종사 훈련 과정생 대상)

- 모의 항공 조종 시뮬레이션의 기반 프로그램인 

X-Plane 11에서 운항 중 나타나는 데이터를 Fig. 7과 

같은 내용으로 추출함

- 각 데이터들의 속성들과 타입, 테이블간의 관계

는 Fig. 8과 같음 

․ vehicle_speed는 항공기 속도를 나타낸 테이블

이며, vind_kias, vind_keas, vtrue_ktas 등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음 

․ vehicle_speed_mvg는 항공기의 마하속도, 수

Fig. 7. Part of Data Set of Flight Training Records (Test Dataset).

Fig. 8. ERD Diagram of Flight Training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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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도, 하중 계수를 나타낸 테이블이며, mach_ra-

tio, vvi_fpm, gloud_norml 등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

음 

․ vehicle_prh 테이블은 항공기의 피치, 롤, 헤딩

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vehicle_paths_deg는 항

공기의 받음각, 사이드슬립, 비행방향을 나타낸 테이

블이며, alpha_deg, beta_deg 등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음

․ vehicle_xxtitude는 항공기의 위도, 경도, 고도

를 나타내는 테이블이며, lat_deg, lon_deg 등의 속성

을 포함하고 있음

․ vehicle_lo_vel_dist는 항공기의 위치, 속도, 이

동거리를 포함하고 있음

- 2개의 비행 평가 및 20가지 훈련 코스는 Table

2과 같음

- 비행평가는 비행착각/비행착시 야간 비행 및 비

행착각/비행착시 악천후 비행이며, 훈련 코스는 

“Vehicle”_“Time”_“Weather”_“Airport”임

각 훈련 과정생 그룹이 2개의 비행 평가를 위해 

6개 그룹은 20가지의 훈련 코스 중에 10가지를 선택 

또는 추천받아 수행하게 된다. 10가지 훈련 코스를 

진행한 후 2개의 비행 평가를 받게 되며 비행 평가 

점수의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조종사 훈련 플랫폼을 

통해 훈련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훈련성 효율성을 

보이는지를 평가한다. 이때, 훈련 과정생의 자질에 

따라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 그룹은 

훈련 성적을 기반으로 유사한 평균치를 가지도록 구

분하였으며, 모든 훈련 과정생은 해당하는 2개의 비

행 평가와 관련된 비행 훈련을 수행하지 않은 동일한 

상태이다. 실험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비행평가의 만점은 120점으로 직관적인 비

Table 2. List of 2 Flight Tests and 20 Training Courses

Contents Flight Test 1 (FT1) Flight Test 2 (FT2)

Test Name
Spatial Disorientation/

Visual Illusion in Night Flight
Spatial Disorientation/

Visual Illusion in Bad Weather Flight

Training Course

1. CESSNA172_23h00m_CLOUD_JFK

2. CESSNA172_01h00m_RAIN_SFO

3. CESSNA172_03h00m_HWIND_ATL

...

18. CESSNA172_14h00m_HWIND_DFW

19. CESSNA172_02h00m_FOG_ORD

20. CESSNA172_06h00m_CLOUD_LAX

Table 3. Experiment Results

Group
FT1 FT2

Min. Score Avr. Score Max. Score Min. Score Avr. Score Max. Score

① Without
Recommender

5.9 6.42 6.7 5.8 6.02 6.3

② Content-
based Filtering[10]

5.5 5.86 6.1 5.6 5.9 6.6

③ Collaborative
Filtering[10]

5.7 6.14 6.7 5.8 6.26 6.8

④ Perceptron-based
Recommender[15]

6.4 6.6 6.8 6.2 6.76 7

⑤ RNN-based
Recommender[16]

6.7 7.16 7.5 6.2 6.82 7.3

⑥ Proposed 7 7.52 7.9 6.9 7.22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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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분석을 위해 10점 만점으로 정규화하였다. FT1

비행 평가에서는 추천을 받지 않고 직접 10개의 훈련 

코스를 선택한 ①번 그룹의 최소, 평균, 최대 점수는 

각각 5.9, 6.42, 6.7로 나타났고, ②번 그룹은 5.5, 5.86,

6.1, ③번 그룹은 5.7, 6.14, 6.7, ④번 그룹은 6.4, 6.6,

6.8, ⑤번 그룹은 6.7, 7.16, 7.5, ⑥번 그룹은 7, 7.52,

7.9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그룹은 제안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훈련 코스를 추천 받은 ⑥번 

그룹이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그룹은 ②번 

그룹이었다. 실험 결과를 보았을 때 내용 기반 필터

링을 통해 훈련 코스를 추천받은 것이 훈련 과정생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선택한 훈련 코스보다 더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번 그룹 외에도 협업 

필터링을 통해 훈련 코스를 추천받은 ③번 그룹 또한 

직접 훈련 코스를 선택한 ①번 그룹보다 점수가 낮을 

것을 볼 수 있다. FT2 비행 평가에서도 비슷한 양상

을 보이며 ①번 그룹은 5.8, 6.02, 6.3, ②번 그룹은 

5.6, 5.9, 6.6, ③번 그룹은 5.8, 6.26, 6.8, ④번 그룹은 

6.2, 6.76, 7, ⑤번 그룹은 6.2, 6.82, 7.3, ⑥번 그룹은 

6.9, 7.22, 7.8로 나타났다. FT1과 FT2의 비교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각 비행 별 최저 점수는 모두 

②번 그룹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 점수는 ⑤번 그룹

으로 나타났다.

첫째, FT1의 경우, 최소 점수 부분에서는 제안하

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그룹이 ②번 그룹과 비교하였

을 시 27.3%, ⑤번 그룹과 비교했을 시 4.5%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평균점수에서는 ②번 그룹과 비교했

을 시 28.3%, ⑤번 그룹과 비교했을 시 5.0%의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최고 점수에서는 ②번 그룹과 비교

하였을 시 29.5%, 2순위인 ⑤번 그룹과 비교했을 시 

5.3%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둘째, FT2의 경우, 최소 점수 부분에서는 제안하

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그룹이 ②번 그룹과 비교하였

을 시 23.2%, 2순위인 ⑤번 그룹과 비교했을 시 

11.3%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평균점수에서는 ②번 

그룹과 비교했을 시 22.4%, ⑤번 그룹과 비교했을 

시 5.9%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최고 점수에서는 ②

번 그룹과 비교하였을 시 18.2%, ⑤번 그룹과 비교했

을 시 6.8%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즉, 내용 기반  필터링은 훈련 코스의 콘텐츠에만 

집중했으므로, 각 유저들 간의 유사한 내용의 훈련코

스만을 추천해주어 추천의 범위가 코스 내용에만 한

정되면서 추천 정확도가 낮아짐에 따라 훈련 과정생

을 대상으로 여러 패턴을 학습시키는 것에서 약점을 

보여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협업 필터링은 이력

기반이기 때문에 콜드 스타트 문제를 야기하여 이력

이 없는 현 상황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기 어려웠다.

딥러닝 기반의 퍼셉트론과 RNN 기반의 추천에서는 

다른 필터링 기반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역

시 모집단이 적은 경우에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제안한 플랫폼은 초기 사용자 문제를 해결하

고 데이터의 양과 속성에 학습을 통해 적응하는 맞춤

형 추천이므로 훈련 과정생의 성향과 부족한 부분을 

캐치하여 대상에게 적합한 훈련 코스를 제공하며 높

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모델 성능의 개선을 위해 

더 정확한 학습을 통해 생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하며, 축적되는 데이터의 

수준에 따라 협업 딥 러닝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값에 

대한 실험이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다양한 패

턴의 데이터와 예외 상황, 그리고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른 대량의 데이터 축적에 대해 주기적인 모델의 

추가 학습과 고도화된 추천 알고리즘의 추천 정확도 

Table 4. Comparison of Performance Evaluation

Group
FT1 FT2

Min. Score Avr. Score Max. Score Min. Score Avr. Score Max. Score

Min. Score (②
Content-based Filtering)

5.5 5.86 6.1 5.6 5.9 6.6

Proposed
7

(+27.3%)
7.52

(+28.3%)
7.9

(+29.5%)
6.9

(+23.2%)
7.22

(+22.4%)
7.8

(+18.2%)

2nd High Score (⑤ RNN-
based Recommender)

6.7 7.16 7.5 6.2 6.82 7.3

Proposed
7

(+4.5%)
7.52
(+5.0%)

7.9
(+5.3%)

6.9
(+11.3%)

7.22
(+5.9%)

7.8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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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뢰도, 만족도에 대한 평가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5. 결  론

VR/AR 환경의 협업 딥러닝을 적용한 맞춤형 조

종사 훈련 플랫폼은 VR 시뮬레이터와 및 AR 디브리

핑 디스플레이 기반의 항행 훈련 시스템과 협업 딥러

닝 기반의 맞춤형 조종사 훈련 추천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모의비행을 수행하고 훈련 기록 데이터

를 프로파일 처리하여 협업 딥 러닝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훈련 코스를 추천, 평가할 수 있다. 본 

플랫폼을 통해 몰입감과 현실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훈련자들의 특성에 맞춘 훈련 코스를 추천하게 되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의 절감이 이룰 수 있었다.

성능검증을 위해 켄트 주립대학 항공학과에 재학 

중인 조종사 훈련 과정생 30명을 대상으로 6개의 그

룹으로 나눠 20개의 훈련 코스를 선택 또는 추천받아 

2개의 비행 평가를 수행하여 점수를 비교분석 하였

다. 실험 결과는 FT1과 FT2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두 비행 평가 점수의 평균으로 보았을 때 제안한 협

업 딥 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평가한 ⑥번 그룹이 

최소 점수 부분에서는 최저 점수인 그룹과 비교하였

을 시 25.5%, 2순위 점수인 그룹과 비교했을 시 7.9%

의 성능 향상을 보였고, 다음으로 평균점수에서는 최

저 점수인 그룹과 비교했을 시 25.35%, 2순위 점수인 

그룹과 비교했을 시 5.45%의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최고 점수에서는 최저 점수인 그룹과 비교하였을 시 

26.65%, 2순위 점수를 받은 그룹과 비교했을 시 6.05

%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향후 제안한 협업 딥러닝을 적용한 맞춤형 조종사 

훈련 플랫폼의 성능 개선을 위해 더 정확한 학습을 

통해 생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축적

되어야 하며, 축적되는 데이터의 수준에 따라 협업 

딥 러닝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값에 대한 실험이 필요

하다. 향후 다양한 패턴의 데이터와 예외 상황, 그리

고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른 대량의 데이터 축적에 

대해 주기적인 모델의 추가 학습과 고도화된 추천 

알고리즘의 추천 정확도 및 신뢰도, 만족도에 대한 

평가 연구가 필요하며, 딥 러닝 기술을 적용한 만큼 

학습 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지면서 분석 가능한 정보

의 다양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정

확도가 향상되어 높은 신뢰도의 추천이 가능해질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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