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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한국군의 전시장비소요산정은 미군의 모델인 ELCON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시

장비소요산정을 위해 ELCON에서 적용하는 22개의 취약성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2014년 국방전시기본품목 505종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군

집분석 방법을 통해 ELCON에서 사용되는 취약성그룹과 다른 새로운 취약성그룹을 제시하였다. 이

번 연구를 통해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전시장비들의 취약성그룹을 분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

니라 새로 추가될 장비 역시 해당 장비의 특성을 통해 분류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 전시 정확한

장비소요를예측할수있도록하였다.

주요용어: 계층분석법, 군집분석, 취약성그룹.

1. 서 론

현대전은 재래식 전쟁 외에 확장된 영역에서 정밀타격전과 비살상전을 수행하며 전쟁비용도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자원소요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시자원소요 분석결과는 우

리 군이 건설·유지할 적정 군사력 수준 및 합리적인 전쟁지원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과도

한 예측은 제한된 국방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초래하고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소요증대로 부대 경

량화 및 기동에 제한을 준다. 반면에 과소하게 산정하면 장기간 소요되는 필수 소요량의 미확보로 초

전 대응능력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전시 소요되는 자원소요 산정 연구를 위해 대한민국 육군은 1994년

미 육군의 전시자원산정모델인 CALAPER (calculation of ammunition, petroleum/personnel, and

equipment requirements)모델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CALAPER모델은 여러 가지의 제한사항이 있었

다. 첫째로 미군의 작전환경 특성상 모의능력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델이어서 한국같은 소규모

전장 환경에 적합한 묘사가 제한이 된다. 둘째, 모델운용 준비 및 분석이 복잡하고 상당부분 수작업에

의존하여 소요분석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세 번째는 UNIX체계로 되어있고 시스템 및 다수의 모델운

용이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대폭 개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원소요 분석

외의 군 구조 개편, 전력분석 등 다양한 분석지원 기능이 없어 이를 충족할 만한 새로운 모델의 개발

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육군은 2010년에 한국적 전장상황에 맞는 모델인

GORRAM (ground operation resource requirements analysis model)을 개발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

다 (The Army Headquarter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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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비소요산정은 GORRAM에서 모의장비와 비모의장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모의장비는

GORRAM의 전투모의 단계에서 모의되는 장비로 주로 전차, 포병, 공격헬기 등 직접 및 간접사격

무기체계와 주요 전투지원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비모의장비는 GORRAM에서 명시적으로 모의되지

않는 장비들을 말하며 주로 사격기재, 관측장비, 의무장비, 통신장비 등 전투지원장비들로 구성되며 다

양한 운용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개발되어 역사적 경험에 의한 손실자료를 획득하

기 어려운 최신장비들도 비모의장비에 포함된다. 전시소요산정이 필요한 국방전시기본품목은 2014년

기준으로 509종이며, 이중모의장비는 91종, 비모의장비는 123종, 취약성그룹이없는장비는 295종이

다. 모의장비와비모의장비의소요산정은다음과같다.

모의장비의 소요산정은 전투모의 손실결과를 집계하여 산정한다. 전투모의 단계에서 전투일자별 발

생하는 장비손실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비모의장비의 소요산정은 전투모의가 되지 않기 때문

에 취약성 그룹 (vulnerability categories)을 활용한다. 취약성 그룹이란 무기체계의 특성, 운용형태,

역사적 전투자료 등을 분석하여 전장에서 동일한 취약성을 가지는 장비들끼리 범주화한 것을 말한다.

즉, 취약성 그룹 내의 장비들은 동일한 전투형태에서 유사한 손실을 받는다는 가정하에서 동일 취약성

그룹내의 모의장비의 전투모의 손실결과를 비모의장비에 반영한다. GORRAM의 취약성 그룹은 미군

의 CALAPER모델의 장비소요산정 모델인 ELCON (equipment loss consolidator)모델에서 적용하는

22개의 취약성 그룹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취약성 그룹은 장비들의 운용적인 특성을 고려하

지 않고 단순히 기능 위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룹화 되었다고 주장하기가 어렵다. 그

리고 현재 취약성 그룹의 대상장비들 역시 1992년 기준의 구형장비들 위주로 되어있어 현재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소요를 산정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무기체계의 발전을 고려한 새로운 취약성

그룹의설정이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한국군의 국방전시기본품목 505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적 분석방법

으로 취약성 그룹을 설정하여 한국군의 상황에 부합된 전시장비소요산정에 기여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2절에서는 기존연구에 대한 고찰을 설명하였다. 3절에서는 현행 전시장비 손

실산정에대해알아본다. 4절에서연구를위한분석방법과자료수집부터결과도출까지의절차에대해서

알아본다. 5절에서는 분류결과를 제시하고 과거의 결과와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 제 6절은 결론 및 향

후연구방향을제시하였다.

2. 기존연구 고찰

전시소요산정에 대한 연구의 시초는 미 육군의 장비소요량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용역의 결과로

써 RAC (research analysis corporation)사에서 1971년 발행한 전시물자 소모 및 재보충 판단 체계

인 SYMWAR (system for materiel wartime attrition and replacement requirements)라 할 수 있

다. SYMWAR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전사자료를 바탕으로 개발된 손실률 자료로 36개 장

비그룹들에 대하여 전투태세별 (공격, 방어, 지연, 예비), 손실원인별 (마모, 사고, 도난), 전투지대별

(1∼5지대) 손실률을 정의하고 있다. 미 육군 개념분석국 (현 육군분석센터)에서는 1977년부터 1981년

까지 5년간에 걸쳐 연구를 하여 WARRAMP (wartime requirements for ammunition, materiel, and

petroleum/personnel)라는모델을개발하였다. 그후 1992년미육군에서 WARRAMP를대체하기위

한 발전적인 모델로 CALAPER을 개발하여 현재 사용중이다. CALAPER은 비핵, 비화학전 하에서의

전투 및 비전투 소모/손실량을 분석하는 전투모의 모델로, 탄약소모, 무기/장비손실, 유류소요 및 인원

손실을산정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전시소요산정에 관한 연구는 미국보다 30년 정도 뒤쳐져 있으며, 전시소요산정 방법

에 관한 연구보다 발전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Choi (1998)는 육군의 한국적 전장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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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부합된분석용모델개발의필요성등을연구하였으며, Song (2002)은전시자원소요산정업무발

전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한국군은 완파피해율에 관한 연구만 수행하였지만 피해자료

의 부족으로 연구에 한계가 있으며, 워게임 모형 또한 미군이 제공한 것들이며 이들 모형의 살상논리 및

데이터 베이스 또한 미국이 제공한 것이기에, 우리의 현실에 맞는 워게임 및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해

야 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이 바탕이 되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육군 분석평가

단의 주도로 GORRAM이 개발되고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지만, 내부 시스템의 대다수는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였다는한계가있다.

The Army Headquarters (2011)에서는 미래 부대구조 및 무기체계를 고려한 전시자원소요산정에 대

한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대구조 및 무기체계발전에 따른 전시 자원소요 산정 방법 및

데이터 적용방안 개발에 관한 내용과 GORRAM의 기능향상 방안과 그에 따른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

였다. Choi (2013)는 장비소요중 비모의장비의 소요는 기존 취약성그룹 개발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

고 신형 장비, 특히 한국군이 자체로 개발한 장비 관련 자료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여건에 맞도

록보완이이루어져야한다는결과를제시하였다.

전시소요산정 방법에 관한 연구로, Shin 등 (2012)은 전시장비 비전투손실에 대해 자원소요 산정방

안에 대한 연구에서 원천자료를 분석하여 장비를 그룹화한 다음 전투지대별 손실률을 적용하여 비전투

손실률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현재 SYMWAR의 역사적 경험자료 10종의 장비를 기

준으로 하였기에 500여 가지에 이르는 장비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KIDA (2000)에서 전

시수리부속의소요산정에관한기초연구를통해미군수리부속소요산정체계에대해분석을하고, 이를

참고하여 전시 수리부속 소모보충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전시 소모보충률 산정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과 단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장비별 전시 수리부속 소요산정을 위한 자료수집체계를

제시하였으나 한국군의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미국의 연구결과에 의존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반영시키

는방법으로연구를하였다.

3. 현행 전시장비 손실산정

전시장비의 손실산정은 모의장비와 비모의장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모의장비의 손실산정은 전투손

실과 비전투 손실의 합으로 구성된다. The Army Headquarters (2010)에 의하면 모의장비 k에 대한

1일의전투손실은식 (3.1)과같이총 11개의전투손실원인들에대한손실량을합한값과같다.

NMLk = Dk + Ik + Sk +Rk +Ak +Mk +Bk +Gk + Jk + Ck +Hk (3.1)

• NMLk: k의 전투손실 수 • Dk: k의 근접작전에 의한 손실

• Ik: k의 포병사격에 의한 손실 • Sk: k의 함포에 의한 손실

• Rk: k의 미사일에 의한 손실 • Ak: k의 항공사격에 의한 손실

• Mk: k의 지뢰지대에 의한 손실 • Bk: k의 유기에 의한 손실

• Gk: k의 적 특작부대에 의한 손실 • Jk: k의 군단/사단 적지종심작전 간 손실

• Ck: k의 적 후방지역 특전부대에 의한 손실 • Hk: k의 후방지역 특작부대에 의한 손실

비전투손실 (마모, 사고, 도난)은 전투모의에서 묘사가 제한됨으로 역사적 경험치 손실자료를 활용하

여산정한다. 역사적경험치손실자료는 SYMWAR를참조하였다.

비모의장비의 손실산정은 장비의 취약성 그룹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즉, 모든 모의장비와 비모의장비

는 22개의 취약성 그룹에 편성되어 있으며, 각 취약성 그룹에서 구한 모의장비의 손실을 해당 그룹의 비

모의장비에적용하고있다. 취약성그룹 i의비모의장비 k의전투손실수(NNMLk
i )는식 (3.2)와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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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

NNMLk
i = Qk × (A+B) /QV i (3.2)

• Qk : 비모의 장비 k의 수량 • QV i : 취약성 그룹 i의 장비 총수량

• A :
∑n

j=1 AT−LV j
i +

∑n
j=1 AR−LV j

i • B :
(∑n

j=1 C−LV j
i × C−R

)
• AT−LV j

i : 적 포병사격에 의한 취약성 그룹 i의 모의장비 j의 손실 수

• AR−LV j
i : 적 항공사격에 의한 취약성 그룹 i의 모의장비 j의 손실 수

• C−LV j
i : 근접전투에 의한 취약성 그룹 i의 모의장비 j의 손실 수

• C−R : 근접전투의 총 피해 중 포병 및 항공사격에 의한 피해비율 30%

식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표본손실률 산정에 적용되는 손실자료는 전투모의 결과 자료 중에서 적

포병사격 및 항공사격에 의한 손실자료로 한정한다. 이때의 항공 사격은 전술공군 공격을 의미하며, 육

군항공은 별도로 모의하지 않고 근접작전에 포함하여 모의한다. 근접작전에 의한 전투손실은 직사화기,

곡사화기, 공군사격에 의해 발생하며, 근접작전 손실 중 포병사격 및 항공사격에 의한 손실은 역사적 손

실자료를 분석하여 일정비율 (DB값 : 30%)을 적용한다. 정확한 비모의장비의 전투손실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취약성 그룹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많은 신무기

가개발됨에따라정확한취약성그룹을설정하는것은전시장비손실산정에필수적인과정이다.

4. 분석방법

국방전시기본품목을 여러개의 취약성 그룹으로 나누기 위해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은 특

성들의 유사성, 즉 특성자료가 얼마나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거리로 환산하여 거리가 가까운 대

상들을동일한집단으로편입시키게된다. 따라서군집분석에서는다음과같은질문이중요시된다.

①어떻게데이터를확보를할것인가? (자료확보문제)

②어떻게특성에대한측정치의차이를비교할것인가? (변수선정문제)

③어떻게유사한집단으로묶을것인가? (군집화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군집분석의 전체적인 흐름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자료를 확보하고 자료를 기반으

로 하여 변수와 변수간 가중치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계층적 군집분석으로 적절한 수의 군집으로 분류

하여최초결과를산출한다. 그결과를바탕으로최초군집의수를결정하고최초의군집수에서모의장

비가 포함된 군집의 수를 최종 군집의 수로 확정한다. 그리고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비모의장비만으

로 구성된 그룹의 장비들을 모의장비가 있는 그룹으로 재분류한 다음 신뢰성을 검토하고 최종확정하는

절차로이루어진다. 세부절차는다음절에서부터설명하겠다.

4.1. 연구대상 장비 특성자료 수집

이번연구의대상은 2014년국방전시기본품목목록에있는장비이다. 2014년국방전시기본품목리스

트에 있는 총 509종 장비에 대하여 군집분석에 필요한 장비별 특성자료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특성자

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학교기관과 야전으로부터 장비별 특성자료를 복수로 획득하고 자료를 비교하

여 선별적으로 사용하였다. 학교기관은 군수학교 OO교육단으로부터, 야전은 제O군수지원사령부 예하

OO정비대대로부터 특성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 자료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군수학교 자료는 누락된 항

목이 많아 사용이 불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OO정비대대 자료는 누락된 항목이 없어 사용에 문제가 없

는 편이었다. 항공장비 관련 자료는 OO정비대대 및 군수학교로부터 획득이 불가하여 항공학교로부터

자료를 획득하였다. 국방전시기본품목 목록에는 있으나 OO정비대대와 군수학교 어느 곳에서도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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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할수없었던 4종장비 (상륙정. 상륙정, 함정 PBR-15톤, 무전기세트자주포용)를제외한 505종장

비를 취약성 그룹 재분류 대상장비로 최종확정하였다. 따라서 군집분석을 위한 자료는 OO정비대대와

항공학교로부터획득한 505종장비의데이터를기준으로군집분석을위한변수들을선정하였다.

4.2. 변수 및 가중치 선정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의 거리계산에 필요한 변수를 선정하기 위해 미군의 SYMWAR을

참조하였다. SYMWAR은 장비손실률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장비의 물리적 특성, 임무특성, 전장

전개지역인 전투지역전단 등을 들고 있다. 물리적 특성은 장비의 크기, 기동성, 장갑두께 정도를 말하

며, 임무특성은 교전에 직접사용여부, 도로 (road) 사용정도, 위장 (camouflage) 정도를 말한다. 본 연

구에 적용하기 위한 변수선정은 SYMWAR에 의한 방법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하여 11개

(중량, 기동성, 장갑정도, 교전시사용, 도로 사용빈도, 위장정도, 운용공간, 전파방사, 편제기능부대, 폭

발음, 엔진음)로최종확정하였다. 변수를선정시에는장비의물리적특성및임무특성뿐만아니라운용

적특성까지고려가가능하도록하였다.

다음 단계로 변수간 우선순위를 두기위해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해 가중치를 선정

하였다. 설문대상은 30명 현역 육군 장교 및 부사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결과 분석은 AHP의

전문 분석 소프트웨어인 ‘Expert Choice’를 활용하였고 결과는 Table 4.1과 같다. 변수중 중량은 가중

치 적용 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일괄적용을 하기로 하고 AHP에서는 제외하였다. AHP에 의한

변수들의가중치산정결과를확정함으로군집분석을위한데이터준비가완료되었다.

Table 4.1 Weighted values of variables

Variables Weighted values

Mobility 0.11

Degree of armour 0.10

Use of the equipment in a battle 0.17

Frequency in use of roads 0.06

Degree of camouflage 0.03

Space of operation 0.25

Radio emission 0.06

Organic unit 0.04

Sound of explosion 0.12

Sound of engine 0.05

4.3. 군집분석

4.3.1. 군집화 및 거리계산 방법 선정

군집분석은 크게 계층적 군집분석, 비계층적 군집분석이 있다. Lee와 Lim (2013)에 의하면 군집분석

에서 계층적 군집분석과 비계충적 군집분석중 어느 것이 더 정확한 것에 대하여는 절대적인 답은 없지

만 대체로 다음을 고려하여 수행한다. 계층적 군집분석은 상향식 방법으로 한 대상이 어느 군집에 속하

면 이동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비계층적 군집분석으로 사전에 군

집의 수를 정한 상태에서 설정된 군집에서 가장 가까운 개체를 하나씩 포함하는 방식이다. 비계층적 군

집분석은 사전 적절한 군집의 수를 지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계층적 군집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수의 군집의 수를 결정한 다음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최종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군집수를 찾고 해당 군집으로 대상을 분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계층적 군집분석 (Ward’s방법)으로 최

초 군집의 수를 확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비계층적 군집분석 (k-평균)을 통해 최종 군집을 확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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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군집분석의 거리계산에는 제곱 Euclidean거리, Mincowski거리 등이 있다. Lee (2008)에 의하

면 Ward’s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곱 Euclidean거리를 이용한 거리계산이 가장 적합하므로 제곱

Euclidean거리방법을본연구에적용하였다.

4.3.2. 적정 취약성 그룹 수 결정

계층적 군집분석은 그룹의 수를 정하여 주지 않고 사용자가 판단을 하여야 한다. 취약성 그룹의 수

에따라그룹안의모의장비의품목들이변경된다. 이모의장비품목의수에따라전시소요가변할수있

기 때문에 적정 그룹 수를 찾아내는 것은 본 연구의 핵심적인 사항이었다. Jeon (2013)에 의하면 최적

의 군집수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R2를 통해 군집분석을 중지할 시점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식 (4.1)에서는, 군집결과 C에 대하여 객체간의 총 변동인 전체제곱합

(SST)는다음과같이군집내제곱합 (SSW)과군집간제곱합 (SSB)로분해된다.

SST = SSB + SSW (4.1)

SSB =

n∑
i=1

p∑
j=1

(Xji − X̄j)
2, SSW =

n∑
i=1

SS(Ci), SSB = SST − SSW

(4.2)에서처럼 R2은 객체의 총변동 중 군집간 변동이 설명하는 비율이라 할 수 있다. R2의 값이 크면

군집간의 동질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군집화 과정에서는 SSW가 계속 커지므로 R2은 계속 감소한다.

그러나급격한감소가있다면그시점이군집을중지하는시점이다.

R2 = SSB/SST = 1− SSW/SST ) (4.2)

Figure 4.1은 R2값을 계산한 결과이다. X축은 군집의 수이고, Y축은 R2값이다. 이 결과를 확인하

였을 때, 군집수가 31일 때부터 R2값의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31을최초군집수로결정하였다.

Figure 4.1 Clustering stop p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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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비모의 장비의 모의장비 그룹연계

최초 확정한 27개 군집의 그룹별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장비를 확인한 결과 비모의 장비

만으로 구성된 그룹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총 27개의 그룹 중 21개의 그룹에서 모의장비와 비모의장비

가 함께 포함되어있고, 1개 그룹은 모의장비로만 구성되어있으며, 나머지 5개 그룹은 비모의 장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다. 비모의 장비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룹으로는 GORRAM에서 모의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룹에는 최소 1개 이상의 모의장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22개 그룹을 최종 군집의 수로 확

정을 하고 R-package를 이용하여 모의장비 91개 품목를 대상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22개로

분류를 한 후, 그룹의 중심을 고정시킨 채로 비모의장비 414개 품목에 대해 분류를 실시하였다. Figure

4.2에서처럼 그룹의 군집의 중심의 변화는 일부 그룹에서 발견되었다. 적색원은 최초 22개의 모의장비

들로만 이루어진 그룹이고 세모는 비모의 장비까지 포함한 전체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Figure 4.2는

높은 차원의 특징벡터를 낮은 차원의 특징벡터로 축소하는 데이터 처리 기법중의 하나인 주성분분석을

통해 시각화 하였다.비모의 장비를 포함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니 군집중심의 변화가 있었다. 군집중심

의 변화로 군집의 결과가 신뢰성이 낮아 질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였다. Lee 등 (2007)에

의하면 K-means 군집분석의 결과를 검증할 때 군집의 정확도는 (between ss/total ss)의 값으로 나타

낼수있는데이번연구로얻어낸결과값은 93.7%가나왔으며 22개군집으로군집중심을고정하지않고

측정하였을 때는 평균 92.8%가 나와 충분히 유효한 결과라 확인하였으며, 이 22개 군집을 최종 군집으

로확정하였고장비들의분포를그래프로표현하면 Figure 4.3과같다.

Figure 4.2 Change of cluster’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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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Final cluster distribution

5. 결과분석

이번 연구결과로 최종확정한 취약성 그룹의 수는 22개로 기존의 그룹과 수가 같다. 하지만 그룹의 분

류과정에서최초 27개의그룹에서 22개로조정이됨에따라그룹의특징과그룹에속해있는세부품목들

의종류는다르다고할수있다.

Table 5.1의 좌측표는 기존 ELCON에 제시되어 GORRAM에서 현재 사용되는 취약성 그룹이고, 우

측 표는 이번 연구로 새로 제시된 그룹이다. 기존의 그룹은 모의장비의 기능적 특성 위주로 분류를 하

였고 분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였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기능적 특성뿐만 아닌,

운용적인 특성도 고려한 11개의 변수를 선정하여 최신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복수의 기관에서 5599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검증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재분류를 함으로 객관성을 높인 그룹이라 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취약성 그룹이 없었던 292종의 장비의 취약성 그룹을 설정함으로서 현재 운용

중인다양한장비들의장비소요산정이가능하도록하였다.

그룹명 및 세부품목으로 예를 들어보면 기존의 그룹의 직사화기, 박격포 그룹을 확인하면, K-3기관총

이나 106MM무반동총 같은 직사화기와 미스트랄이나 신궁과 같은 대공화기들이 그룹에 속해 있다. 하

지만 실제 대공무기들은 직사화기나 박격포를 지역 및 지휘소 위주로 배치되어 전투손실은 최전방지대

보다 낮다. 하지만 기존의 그룹에서는 직사화기, 박격포와 같은 그룹에 편성이 되어서 기관총 같은 최

전방 화기와 같은 손실률이 적용되어 전시소요산정간 신뢰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번 연구를 통해 소형화기, 박격포 (소, 대), 대공화기의 4개의 그룹으로 세분화 하여 분류하였다. 그리

고 기존의 견인/자주포 그룹은 견인포와 자주포가 서로 같은 그룹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동적 측면

및 방호적 측면으로 견인포보다 자주포의 손실확률은 상당히 낮다. 이러한 그룹도 세부적으로 분류하였

다. 보병 전투병의 개인장구류는 소총, 대검과 방독면으로 이루어 진다. 하지만 기존의 좌측 표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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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총은소화기, 대검은광학/조명, 방독면은소규모혼성그룹에각각속해있었지만운용적측면을고

려하여 재분류하니 우측의 소형화기 그룹으로 재분류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소규모 혼성그룹은

4.2인치 박격포 (M30) 1품목의 장비가 소독기, 방독면 (K1), 야간조준경 (AN/TVS-5) 같은 27품목의

전혀 관계가 없는 소규모 장비들까지 소규모 혼성장비라는 그룹명으로 대표하였다. 무엇보다 이 그룹의

가장큰문제는다른그룹으로분류가가능한장비들까지객관적인기준없이같은그룹으로분류하여장

비의 운용적 특성이 무시되어 역시 매우 부정확한 소요산출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하여 소규모 혼성장비같은 기준이 없는 그룹이 아닌 명확한 기능적/운용적 특징을 가지는 그

룹으로 재분류했다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GORRAM에서의 취약성 그룹은 현재 국방전시기본품

목을대상으로하였을시경구난차량, 유류차량, 광학조명, 유류저장그룹등 4개의그룹에대한모의장

비가 없어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그룹이었지만 이번 연구로 22개 그룹 모두 모의가 가능하도록 하

였다.

종합적으로 이번 연구를 분석하여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준하여 각자의 기능적 및 운용적 특성을

고려한 그룹들로 세분화하여 현대전에 적합하게 분류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 취약

성그룹에속해있지않았던 292품목의장비들을각자의기능적, 운용적특성에맞게재분류하였다.

Table 5.1 Reclassification of the vulnerability groups

Group name
Simulated

equipments

Non-simulated

equipments
Group name

Simulated

equipments

Non-simulated

equipments

Helicopter 500MD Light-helicopter Helicopter 500M Light-helicopter

Light armor Salvage Car Boat Light firearms K-2
K-5, Bayonet,

Gas mask
Heavy armor K1, K1A1 Light mortar 60mm mortar

Light vehicles
Vehicles (1/4ton),

Ambulance
Heavy mortar 4.2” mortar

Heavy vehicles
Vehicles (2 1/2ton),

Floating bridge

Medium girder

bridge

Controlled

artillery
KH-179

Radar Arthur-K, Rasit
Self controlled

artillery
K-9

Light towing

equipment
Trailer (1/4ton) Laundry trailer Tank K1, K1A1

Artillery
KH-179, K-9,

Hyun-moo

Grenade

launcher
M203 KM201

Heavy towing

equipment
Trailer (25ton) Trailer (60ton)

Ground to

ground missile
Hyun-moo

Heavy

salvage car
Dozer Excavator Radar Arthur-K

Low altitude

acquisition radar

Recovery

vehicle

Armored recovery

vehicle

Air defense

weapons
Mistral

Ammunition car
Armored

ammunition

Recovery

vehicle

Recovery vehicle.

Armored

ammunition

Tank car
Tank car

(9ton)

Tank car

(K-513)
Trailer

Trailer (1/4ton),

Dozer, Fork lift,

Water purifier

Trailer (60ton),

Excavator

Light firearms K-2, M203 K-5, KM201 Vehicles
Vehicles

(1/4ton 5ton)
Tank car (K-513)

Direct fire
60mm mortar,

Mistral

Demolition

equipment

Vehicles

(Civilian)
Ambulance Laundry trailer

Optics / Lighting TOD
Night vision,

Bayonet,

Vehicles

(Special)
Transporters

Communications/

Electronics

PRC-999K,

Digital terminal
VRC-949K

Light

communications
PRC-999K VRC-949K

Mechanical

equipment
Generator (5KW)

High pressure

washer

Heavy

communications
Digital terminal

Small hybrid 4.2” mortar

Gas mask,

Pharmaceutical

Equipment

Light general

equipment
Generator (5KW) Metal detectors

Material

handling
Fork lift

Heavy general

equipment
Generator (10KW)

Night Vision,

Demolition equipment

Oil storage
Oil storage tank

(5,000gallon)

Other

equipment
Rasit

High pressure washer,

Pharmaceutical

equipment

Feed cistern Water purifier River crossing Floating bridge
Medium girder

bridge,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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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전시소요산정이 필요한 국방전시기본품목 장비 목록은 509종이다. 하지만 현재의 취약성 그룹은

1990년대 미군의 소요산정모델인 ELCON 모델에서 적용하는 취약성 그룹을 적용하고 있으며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어 전시장비소요산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국방전시기본품목 장비에 대한 취약성 그룹을 재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취약성 그룹을 적

용할 경우,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있다. 첫째, 장비별 연관성 분석에 따른 명확한 분류기준

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무기체계 또는 장비가 추가되더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

다. 셋째, 정확한 분석모델에 의한 취약성 그룹화로 전시소요산정결과에 신뢰성을 재고 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정확한 소요산정으로 평시 우리 군의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고 예비자원을 부족하거나 낭비없이

보유할 수 있으며, 전시에 피해에 맞는 즉각적인 보급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 미국의 데이터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무기체계의 데이터에 기

초한연구로자주국방의밑거름이될것에의의가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더 나은 취약성 그룹 분석을 위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발전

시켜야한다. 첫째, 다양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한 그룹분석으로 최적의 취약성 그룹 선정이 필요할

것이다. 군집분석의 방법도 WARD, K-평균방법과 다이아나방법, K-medios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

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현재의 결과와 비교를 하여 더 우수한 취약성 그룹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모의장비의 절대적인 수를 늘려야 한다. 취약성 그

룹 속성상 모의장비의 수가 많아지면 더 신뢰성 있는 소요산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많은 연

구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모의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장비별 속성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시소요산정은 현재 육군에 국한되어 실시되어왔다. 하지

만 차기 전투는 육·해·공 모두 실시간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입체전이 될 것이기에 해·공군까지 발전
시킬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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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GORRAM, the estimation of resource requirements for wartime equipment is

based on the ELCON of the USA. The number of vulnerability groups of ELCON are

22, but unfortunately it is hard to determine how the 22 groups are classified. Thus,

in this research we collected 505 types of basic items used in wartime and classified

those items into new vulnerability groups using AHP and cluster analysis methods.

We selected 11 variables through AHP to classify those items with cluster analysis.

Next, we decided the number of vulnerability groups through hierarchical clustering

and then we classified 505 types of basic items into the new vulnerability groups through

K-means clustering.This paper presents new vulnerability groups of 505 types of basic

items fitted to Korean weapon systems. Furthermore, our approach can be applied to a

new weapon system which needs to be classified into a vulnerability group. We believe

that our approach will provide practitioners in the military with a reliable and rational

method for classifying wartime equipment and thus consequentially predict the exact

estimation of resource requirements in war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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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earch is partially supported by a Military Mutual Aid Association C&C (2013-86).
1 Corresponding author: Master, Department of Operations Research,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
sity, Goyang 412-720, Korea. E-mail: hanwoo111@naver.com

2 Professor, Department of Operations Research,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Goyang 412-720,
Korea.

3 Professor, Occupational Work Training Center,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Goyang 412-720,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