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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즈 장비 활용 분 소대 쌍방훈련

육군부사관학교 20-5기 초급리더과정 교육생들이 23일 전북 익산시 교내 훈련장에서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분 소대 쌍방훈련을 하고 있다. 117명의 하사로 구성된 교육

생들은 20주 과정의 교육을 수료하면 오는 4월 말 각급 야전부대로 배치된다.

양동욱 기자

신병 전투 운동복 만족도 더 높인다
국방전산정보원, 빅데이터 기반 전군 피복 수요 예측 알고리즘 개발

신체 선호도 변화 즉각 대응 가능
조달 정확도 70%서 12%P 상승
年 102억 원 절감⋯피복 전반 확대
신병들이 자신에게 딱 맞는 옷을 입을 수 있
도록 돕는 알고리즘이 개발됐다. 이 알고리
즘을 활용하면 신병들이 본인 신체 사이즈
에 맞는 전투복 운동복 수량이 모자라 크거
나 작은 피복을 받아야 했던 불편이 크게 개
선될 전망이다.
국방전산정보원은 23일 피복 정확도 개
선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전군 피복 수요 예
측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면서 이미 종합된

2019년 전투복 운동복소모결과조달정확
도는 70% 수준이었지만 데이터를 종합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조달 정확도를12%포인트가량 상승시
킬 수 있었다 고 밝혔다.
전산정보원은 알고리즘을 통한 분석으로
피복 수요 체계를 예측했을 때 1년에 장병 2
만9000여 명의 피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고 계산했다. 전투복 운동복에 소요되는 예
산도 1년에 102억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군 피복
예산은 6077억 원이다. 매년 24만 명이 입
영함에 따라 지급되는 초도 보급품목은 38

종, 1632만 점에 달한다. 그런데 입영 장정
들의 신체와 피복 선호도가 바뀌면서 다음
해 피복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
았다. 또 피복 수요 예측 방식이 있기는 하지
만 각 군이 다른 기준을 세워 개별적으로 활
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 정확도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전산정보원은 기존의 분석 방법에
입영 장정 선호도가 반영된 피복 수요 예측
모델을 개발, 더 정확도 높은 예측이 가능하
도록 했다. 전산정보원은 먼저 피복 수요 예
측 기법과 선호도 기반 예측 기법을 조합한
뒤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 학습 기반 수요 예
측 알고리즘을 구현했다. 이어 교차검증과
실제 불출 데이터의 비교분석, 다차원 모델
성능평가 등을 통해 분석모델의 신뢰성 정

확성을 확보했다. 알고리즘은 변화하는 환
경에서도 최적의 소요 예측을 할 수 있는 성
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산정보원은 현재 피복류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 군수통합정보체계를 활용해
자동화된 수요 예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전투복
과 운동복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향후 모든
종류의 피복으로 분석 대상을 확대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전산정보원 관계자는 개발된 알고리즘
이 장병의 신체 선호도 변화에 즉각 대응해
예산 집행 효율화를 이루고 국방혁신과 대
(對)국민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
맹수열 기자
으로 본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