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 (2017. 11)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수리부속 간헐  수요 측

오병훈*, 김 철**

*
한국국방연구원1)

**고려 학교 컴퓨터과학과

e-mail:*ohbh09@kida.re.kr, **hkim64@gmail.com

A Study on Spare Parts Demand Forecasting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Byung-Hoon Oh*, Hyeon-Cheol Kim**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요       약
 수요 측은 정 재고를 유지하기 해 선행되어야 할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수요 측의 정확

도 향상이 정한 재고를 유지하기 한 토 가 된다. 하지만 수요 측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하나인 간헐 인 수요는 기존 시계열 기법으로 측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

능의 한 기법인 인공신경망을 용하여 간헐  품목에 한 수요 측을 실시하 다. 6개의 기법을 통

해 실험을 실시한 결과 인공신경망이 가장 오차가 은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1. 서론

 수요 측은 정 재고를 유지하기 해 선행되어야 할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수요 측의 정확도 향상이 

정한 재고를 유지하기 한 토 가 된다. 정확한 측을 

할 경우 정 재고를 유지시킬 수 있으며 효율 인 산

활용으로 이어진다. 반면 정확도가 낮을 경우 과부족 상

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운용 인 측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손실로 이어진다.

 특히 군수분야에서는 정한 수리부속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는 장비가동률 보장과  국방 산의 효

율화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수요 측의 정확도가 그

만큼 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 측을 어렵게 만

드는 주요 원인  하나인 간헐 인 수요는 수요의 발생

이 없는 경우가 빈번하면서 수요가 나타나는 시 이 불규

칙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수요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

기 때문에 기존 시계열 기법으로 측하는데 있어 어려움

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의 한 기법인 인공신경망을 용

하여 간헐  품목에 한 수요 측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연구를 설

명하고 3장에서는 연구방법에 한 자료 수집  처리, 

연구 모델  수립 방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

를 기법별로 제시하 다.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에 

해 기술한다.

1) 본 연구는 고려 학교 컴퓨터정보통신 학원 재학 에 실시

하 다.

2. 련연구

 과거 정성 인 방법을 사용하여 측하던 시기가 있었지

만 이후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과 같은 시계열 분석기법

을 사용하여 측을 시도하 다. 하지만 이는 간헐  수요

에 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확도가 낮게 

나타났다.

 간헐  수요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이동평균법, 지수

평활법과 일반 인 시계열 방법으로는 잘 측이 되지 않

는 다는 이 있다. Croston은 이런 간헐 인 수요에 합

한 시계열 측 방법을 제안하 다[3]. 이후 Syntetos과 

Boylan은 기존 Croston기법이 편향되는 문제 을 들어 개

선된 방법을 제시하고 향상된 정확도를 입증하 다[4]. 

Lev´en과 Segerstedt는 Croston기법의  다른 개선된 

안을 제시하지만 이 역시 편향되어 과 측을 할 수 있

다는 문제 이 Syntetos과 Boylan에 의해 다시 제기되기

도 하 다[5][6]. 그밖에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분포를 

사용하는 방법  확률개념을 도입한 Croston기법에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7][8].

3. 연구 방법

3.1 자료 수집  처리

 본 연구에서는 육군 장비정비정보체계의 궤도 특정장비

의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 간 품목별 소모실  자

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간헐  품목은 평균수

요발생구간(ADI)와 변동계수(CV²)를 사용하여 식별하

다. 

 수요발생 유형을 <표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원만한 

수요(smooth demand)는 수요발생 기간과 수량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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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생하여 측하기 쉬운 품목이며 간헐 인 수요

(intermittent demand)는 수요수량의 변동이 거의 없지만 

수요 간격이 크게 변화한다. 불규칙한 수요(Erratic 

demand)는 수요량이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품목이며 무더

기 수요(Lumpy demand)는 특정시기에 한 번에 많은 수

량이 발생되는 품목이다.

 분류기 에 따라 체 6,222품목  간헐 인 수요패턴을 

가진 3,092품목을 식별하여 분석 상으로 선별하 다.

<표 1> 수요발생 유형 구분

유형 분류 기

Smooth ADI < 1.32  CV² < 0.49

Intermittent ADI < 1.32 and CV² >= 0.49

Erratic ADI >= 1.32 and CV² < 0.49

Lumpy ADI >= 1.32 and CV² >= 0.49

3.2 연구 모델

 ARIMA기법은 시계열을 분석하는 표 인 방법으로 

AR(자기회귀)모형과 MA(이동평균)모형의 결합 형태이다.  

 특히 추세나 계 성에 발생하는 비정상 인 시계열 자료

에 해서 차분을 통해 변동성을 제거한 분석이 가능하다. 

 3개의 모수 ARIMA(p,d,q)의 형태로 자기회귀, 이동평균, 

계  변동의 차분을 통해 가장 최 의 모형을 찾는다.

 지수평활(Exponential smoothing)은 일정기간의 평균을 

이용하는 이동평균법과 달리 모든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

하여 평균을 구한 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최근 시계열 값

에 더 많은 가 치를 부여하여 미래를 측하는 방법이다.

 Croston기법은 간헐 인 수요를 다루는 형 인 방법으

로서 수요발생구간과 수요미발생구간을 두 부분으로 나

고 각각에 해 단순지수평활법을 용시킨 방법이다. 

 TSB(Teunter, Syntetos, Babai)는 2011년에 제안된 새로

운 방법으로 Croston의 방법과 달리 매 기간마다 수요가 

발생할 확률을 용하여 수요를 측하는 방법이다.

 실험에 사용한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은 

Feed-Forward 방식으로 하나의 은닉층(hidden Layer)으

로 다수의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은닉층은 기존에 비선형분리가 불가능했던 데이터를 새

로운 차원으로 분리함으로써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1).

(그림 1) 다층 퍼셉트론의 구조

3.3 모델 수립

 본 연구에서는 ARIMA, 지수평활, Croston, TSB, 인공신

경망을 용하여 각 기법별 결과를 산출하 다.

 각 품목별에 해 7개년 간 28개의 분기별 자료 86,576건

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 으며 마지막 기간을 제외한 데

이터를 모형 설계에 사용하 다. 다음 분기 측 값과 마

지막 분기의 실제 값을 비교하여 MAE(Mean Absolute 

Error, 평균오차)를 통해 정확도를 측정하 다. 각 품

목별 용시킨 측결과를 통해 각각의 MAE를 구하고 

체 품목에 한 평균 MAE를 산출하 다. 

 ARIMA기법의 실험은 각 품목별로 시계열 특성에 맞는 

차분을 용시켜 최 의 ARIMA기법을 선택하도록 하

다. Croston기법은 평활계수(alpha=0.3, 0.5)값 조정을 통해 

두 가지 결과를 고려하 다.

 신경망의 각 노드간의 기 가 치는 랜덤으로 할당되며  

은닉층의 노드의 수는 15개로 설정하 다.  기법들의 분

석도구로써 R을 사용하 다.

4. 실험 결과

<표2>의 실험결과에서 보듯 6개의 기법별 실험결과 인공

신경망 기법이 가장 오차가 은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지수평활은 정규분포를 가정하므로 간헐  수요에서 오

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수요미

발생구간과 수요의 크기에 하여 지수평활을 각각 용

한 Croston기법이 지수평활법에 비해 오차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Croston기법은 평활계수 alpha값을 0.5로 조정 할 경우 

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 다. 일반 으로 수요가 안정된 데

이터의 경우 alpha은 0.01에서 0.3으로 사용을 하며 수요

의 변동이 심할 경우 0.5에서 0.9를 사용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 수요의 변동이 심한 간헐  데이터에 해 평활계수

를 높일수록 측오차를 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실험 데이터에 해 최근의 수요에 비 을 두어 측했을 

경우 조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고도 볼 수 있다.

 확률개념을 도입한 TSB방법은 지수평활보다는 낮은 오

차를 나타내었고 Croston기법과 비슷한 오차결과를 보

다. 

 지수평활의 경우 안정 인 패턴을 가진 데이터에는 강

을 가지고 있지만 장기추세나 계  변동이 포함된 시계

열 데이터에는 합하지 않다. 하지만 ARIMA기법은 최

의 차분을 통해 계  변동요인, 추세 변동을 제거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이 게 비정상 인 시계열 데이터를 정

상 인 데이터로 변환시켜 측했던 이 지수평활보다 

낮은 오차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간헐  수요는 일반 인 패턴이 없이 극단 으로 수요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인공신경

망은 극단 인 수요 변동에 해 유연하게 응하는 모델

이다. 이러한 이 타 기법들에 비해 측 값의 MAE를 

가장 최소화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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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법별 실험 결과

기법 MAE

ETS (Exponential smoothing) 8.88

Croston
alpha = 0.3 7.97

alpha = 0.5 7.69

TSB (Teunter-Syntetos-Babai) 7.96

ARIMA 7.43

Artificial Neural Network 6.89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기존 간헐  수요 측 분석방법에서 탈피

하여 인공신경망을 용한 분석을 실시하 다.

 간헐  수리부속의 소모데이터를 토 로 6가지 기법별 

비교분석을 실시하 고 기존 타 기법에 비해 인공신경망

의 수요 측의 정확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인공신경망이 가진 장 이 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사례가 되었으며 앞으로 신경망을 용한 수요 측 연구

의 석을 다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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