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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munition is an integral element of a weapon systems and in calculating fighting strength. The Korea

Army utilizes the basic load (B/L) concept to supply ammunition smoothly. The required supply rate

(RSR) is the basis of a B/L that is estimated from real combat data that includes a troop’s mission and

operation terrain. The current RSR is based on Korean War data and the sample mean has some problems

in applications to modern combat. Therefore, this study used Korea Combat Training Center (KCTC) data

that is similar to real combat to estimate rifle ammunition RSR. We used a quantile of truncated Weibull

distribution to estimate rifle ammunition RSR considering that rifle ammunition consumption data in KCTC

is truncated. As a result, we obtained a rifle ammunition RSR which covers most ammunition consumption

by reflecting the individual consumption of rifle ammu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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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무기체계를구성하는요소중하나인탄약은전쟁을수행하는데필수적이며, 부대의전투력발휘를위해

탄약의 원활한 수급은 매우 중요하다. 탄약이 부족하면, 총과 화포는 쇳덩어리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탄약을 무한정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쟁에 대비하여 군은 전투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탄
약을 결정하고 보유해야 한다. 군에서는 이와 같은 적정 수준의 탄약을 기본휴대량(basic load; B/L)이

라는 개념에 의하여 유지하고 있다. 군(육군본부, 2002)에서 정의하는 탄약 기본휴대량은 “부대 내에

서 항상 보유하도록 인가된 탄약의 양으로서 정상적인 재보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여된 전투임무를 수

행하는데 필요한 예상 소요량”을 의미한다. 간략하게 말하면, 특정기간에 사용되는 탄약량(소요보급률,

required supply rate; RSR)에 작전지속일수를 곱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탄약 기본휴대량은 각 부대

의 임무, 작전 환경과 개념, 피아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대별, 직책별, 화기별로 결정되어 진다. 한국
전쟁 이후 본토에서 전투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 전사자료 혹은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휴대량을

추정하였으나, 이렇게 얻어진 기본휴대량은 최근 전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연구에
대한필요성이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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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urrent basic load calculation formula

Basic Load = 160 × 2.2 + 68 + 0 = 420

Required Supply Rate (RSR) Duration of Operation Loading Others

160 2.2 68 0

우리 군은 레이저 장비 및 GPS 기술 등을 이용하여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장(Korea Combat Training

Center; KCTC)을 설립하고, 창끝 부대인 보병대대(최근에는 여단급 제대 훈련도 지원 가능)에 대하여

실전과 같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과학화 훈련은 쌍방 교전 결과가 실시간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전투
기술의 숙달, 극한 상황에서의 전투피로, 정신력 등을 경험할 수 있고, 부상자 후송, 사망자에 대한 영현

처리 등과 같은 인사 업무도 실시하여 실제와 매우 유사한 전투경험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국립훈련센
터에서 준비한대로 싸워 승리했다”라는 미군 참전 용사들의 증언 또한 과학화 전투훈련의 효과를 증명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투훈련간 발생한 상황 혹은 자료는 사후검토, 군사교리 개선 및 각종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과학화 전투훈련 자료를 통한 연구를 조사한 결과, Kim 등 (2017)은 공격작전에서 개

별 전투원들의 전투성과를 영과잉 및 허들 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Kim 등 (2015)는 공격작

전간 전술제대 내에서 전투원 생존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Shim과 Kim (2008)은 인공신경망

모형을이용하여대대급부대의방어작전에서작전지속능력을예측하였다. 또한 Lee 등 (2017)과 Ryu

등 (2008)은 가상현실, 통계 모형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과학화 전투훈련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과학화 훈련 자료가 군 관련 연구에서 실제 전투 자료의 대체제로서 역할을 담당하
고있으며, 앞으로도많은연구가진행될수있음을시사한다.

본연구는과학화전투훈련자료로부터소총탄약의소요보급률추정을통해실질적인기본휴대량추정
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KCTC 훈련자료로부터 공격·방어 작전시 보

병 전투원들의 소총 탄약 소모량을 계산하고, 그들의 분포를 이용하여 탄약 소요보급률을 추정하였다.

탄약소모량의 분포가 소모량이 많을수록 빈도수가 감소하는 한쪽으로 치우져진 분포를 나타내었기 때문

에 분포의 유연성이 높아 왜도나 첨도가 높은 자료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와이블 분포를 탄약소모량의 분

포를추정할때사용하였다. 또한과학화훈련시공격·방어작전간각각 140발의탄약만을보급받아탄

약소모량의분포가 140발에서자료가절단된점을설명하기위하여와이블분포에서절단지점을고려한

우측중도절단된와이블분포를 이용하였고, 이렇게추정된분포의상위 95, 99 백분위수를 소요보급률

로추정하였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절에서기존기본휴대량산정에대한연구를살펴보고, 3절에서과학화

전투훈련과 분석 자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4절에서 우측 중도 절단된 와이블 분포에 대해 알

아보고, 자료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결론과추후연구방향을제시하였다.

2.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

최초 우리군의 기본휴대량은 미군의 것을 사용하였으나, 우리 군의 작전환경과 작전지속능력의 차이로
인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기본휴대량 선정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반응하여 1986–

1987년에 육군 교육사(육군본부, 1987)에서 한국전쟁의 전사 자료와 우리 군의 작전환경을 반영하여 기
본휴대량을 산정하였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 결과 얻어진 기본휴대량 산출식은 (소요보급

률) × (재보급소요일수 + 안전재고일수) ± (휴대및적재능력) ± (용기및포장단위) ± (기타요소)와

같으며, 한국전쟁 중 탄약 소모량이 제일 많았던 저격능선 전투의 전사를 통해 산정된 기본휴대량의 결
과는 Table 2.1과같다.

본연구에서추정하고자하는소총전투원의소요보급률의선정은저격능선전투(’52.10.14–11.25)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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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소모 소총탄 1,150,000발을 전투에 사용된 소총 7,224정으로 나누어서 얻은 160발로 선정하였다.

산정된 소요보급률은 단순히 산술평균을 통해 얻어졌기 때문에 개인별 탄약 소모량의 분포를 반영하지
못하고, 탄약 소모량이 많았던 고지전에서의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군의 작전 형태와 비교하면, 요

구되는 탄약 소요보급량보다 크게 추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과거 수기식으로 기록된 전사 자료

에 의해 산정된 추정치로서 그 신뢰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Park 등

(2008)은현재우리군의작전지속능력과워게임시뮬레이션결과, 과학화전투훈련의자료를고려하여

기본휴대량을 산정하였다. 하지만, Park 등 (2008)의 연구에서도 소총 탄약 소요보급률의 산출은 과학
화전투훈련자료의산술평균으로계산하여개인별탄약소모량의분포를고려하지못하였다.

3. 분석 자료 소개

3.1. 과학화 전투훈련 소개

KCTC은 1980년 훈련장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 창설하였으며, 대대급을 거쳐 현재는 연대 전

투단에 대한 과학화 전투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 실시하는 과학화 전투훈련

은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MILES) 장비와통신장비를통한중앙통제체계를

갖춘 훈련 부대가 전문 대항군 대대에 맞서 쌍방 자유기동의 형태로 훈련을 실시한다. 각 개인 및 전투

장비는 위치 정보와 상태(피해, 탄약 정보 등)를 저장 및 중앙서버로 전송하는 단말기와 레이저 발사기

및 감지기로 구성된 MILES 장비를 착용한다. MILES 장비는 직사화기의 사격 및 피해 효과를 실제와

같이 묘사하고, 실제 기동 훈련이 제한되는 포병 화력, 공중 자산의 투입, 화생방 오염 등은 워게임 시뮬

레이션상에 투사하고, 시뮬레이션상의 결과를 다시 훈련을 실시하는 전투원 개인의 단말기에 입력시켜

효과를 반영한다. 훈련간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개인 혹은 장비에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

앙서버에 저장된다. 저장되는 자료는 위치, 시간, 사격 피해 등을 나타내는 디지털 자료, 주요국면의 실
시간영상, 무선감청자료, 디지털상황도등다양한형태로저장된다. 이렇게저장된자료는사후검토

및 교리 검증에 사용되고, Kim 등 (2015), Shim과 Kim (2008)의 연구와 같이 교리 발전 및 학술 연구
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치, 시간, 탄약 정보, 탄약 소모량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과학

화전투훈련에대한세부설명은육군과학화훈련단홈페이지(www.kctc.mil.kr)에서확인가능하다.

3.2. 분석 자료의 정리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훈련에 참가한 31개 대대의 공격과 방어 작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을 실시하였다. 훈련은 각각 2일간의 공격과 방어 작전 그리고 중간 1일의 행정이동으로 약 1주에 걸

쳐 진행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행정이동 시간을 제외한 작전에서 보병 소총 전투원 개인이 사용

한 탄약을 공격과 방어로 각각 나누어 수집하였다. Figure 3.1는 임의로 선택된 한개 대대의 훈련에서

소총 전투원들의 공격·방어 작전간 탄약 소모량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Figure 3.1로부터 공

격작전보다 방어작전에서 탄약을 많이 소모하였고, 대부분의 전투원들이 60발(2개 탄창) 이하의 탄약을

사용하였으며, 4개 탄창 이상의 탄약을 사용한 전투원들이 드물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각의 훈련간

140발의 탄약만 보급을 했기 때문에 탄약 소모량이 140발을 초과하는 자료가 없는 우측 중도 절단된 자

료인것을확인할수있다.

4. 분포 추정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탄약의 소요보급률은 일정기간에 요구되는 탄약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
들에서사용된산술평균에의해추정된소요보급률은탄약소모량의분포를고려하지못하고있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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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fense operation (b) Offense operation

Figure 3.1. Histograms for rifle ammunition consumption in defense and offense operations. Figures (a) and (b)

show histograms for rifle ammunition consumption in defense and offense operations, respectively.

히탄약소모량이많은전투원들의경우보급된탄약이전투에서부족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본연구
에서는 일정 기간 사용된 탄약의 산술평균보다 전투원 대부분이 재보급 없이 전투간 탄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정된 탄약 소모량 분포의 상위 95 백분위수 혹은 상위 99 백분위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탄약 소모량의 분포를 추정하고, 추정된 모형으로부터 상위 백분위수를 구하여 탄약 소요보급률의
추정값으로사용하였다. KCTC 훈련자료에근거한탄약소모량의 분포는 Figure 3.1에서 확인한 것처

럼 140발을 상한값으로 가지는 우측 중도 절단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중도 절단된 분포에

대한분석방법은생존분석에서중단된실험혹은설문에서수명을추정하는방법혹은품질관리제품의
수명을 추정하는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도 절단된 자료로부터 분포를 추정하는 방
법으로 제품의 수명, 날씨 예측, 공정관리에서 제조와 배달의 시간에 대한 분포로 많이 사용되는 와이블
분포를 활용하여 우측 중도 절단된 자료의 분포를 추정하고, 추정된 분포의 상위 95, 99 백분위수 값을

탄약의소요보급률로추정하였다.

4.1. 우측 중도 절단 와이블 분포

와이블 분포는 스웨덴의 물리학자 Weibull이 재료의 강도에 대한 분포를 표현하기 위해 제안하였

고, 분포의 유연성 때문에 제품의 수명과 생존분석에서 환자의 생명을 나타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

다. 확률변수 X가 형상모수(shape parameter) β와 척도모수(scale parameter) α인 와이블 분포

Weibull(β, α)를따르면, 확률밀도함수와누적분포함수는각각다음과같이표현된다.

f(x|β, α) = αβxβ−1eαx
β

, α, β > 0, x ≥ 0, (4.1)

F (x|β, α) = 1− e−αx
β

, x ≥ 0. (4.2)

와이블 분포의 형상모수 β는 분포의 형태를 결정하고, α는 x축에 대하여 분포의 수축과 팽창을 결정한

다. 우측 중도 절단된 와이블 분포는 확률변수 X의 정의역이 0부터 중도절단지점 T까지 제한되는 분

포이며, 아래 식 4.3과 같이 정상 와이블 분포의 확률밀도함수 f(x)를 중도 절단지점 T에서의 누적분포



A study on estimating rifle ammunition RSR based on truncated Weibull model 133

함수의값으로나눈함수를확률밀도함수로가진다.

fT (x|β, α) =
f(x|β, α)

F (T )− F (0)
=
αβxβ−1e−αx

β

1− e−αTβ
, 0 < x < T. (4.3)

우측 중도 절단된 와이블 분포는 품질관리 및 생존분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Wingo (1988)은 생존

분석에서 우측 중도 절단된 와이블 분포의 적합 방법과 예시에 대해 제안하였고, Han과 Lee (2017)는

우측 중도 절단된 수명 자료를 감독하는 관리도 절차를 제안했으며, Choi와 Lee (2016)은 우측 중도 절

단된 자료에서 척도모수의 감소를 탐지하는 관리도 절차를 제안하였다. 우측 중도 절단된 와이블 분포

의우도함수와로그우도함수는식 (4.3)으로부터

L(β, α|X1, . . . , Xn) =
αnβn

∏n
i=1 x

β−1
i e−α

∑n
i=1 x

β
i

(1− e−αTβ )n
(4.4)

l(β, α|X1, . . . , Xn) = n logαβ + (β − 1)

n∑
i=1

log xi − α

n∑
i=1

xβi − n log
(
1− e−αT

β
)

(4.5)

와 같이 유도할 수 있다. 최대우도추정량(maximum likelihood estimator)을 구하기 위해 로그우도함
수식 (4.5)를각각형상모수 β와척도모수 α로각각미분하면,

∂l(β, α|X1, . . . , Xn)

∂α
=
n

α
−

n∑
i=1

xβi − nT βe−αT
β

1− e−αTβ
, (4.6)

∂l(β, α|X1, . . . , Xn)

∂β
=
n

β
−

n∑
i=1

log xi − α
n∑
i=1

xβi log xi −
nαT βe−αT

β

log T

1− e−αTβ
(4.7)

와 같다. 식 (4.6)과 (4.7)로부터 최대우도추정량이 닫힌 형태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수치적인 방법인 뉴턴-랩슨(Newton-Raphson method)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로부터 최대우도추정값

α̂, β̂을구하여활용하였다.

4.2. 소요보급률 추정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31주기의 훈련자료를 훈련주기와 상관없이 합치는 것보다 각각의 훈련주기
가 전투를 묘사하기 때문에 훈련주기 별로 공격작전과 방어작전으로 나누어 총 62개의 자료에 대해 분

포를 추정하였다. 이 때 우측 중도절단된 와이블 분포의 α̂, β̂를 추정하기 위하여 R MASS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fitdistr 함수를 이용하여 얻은 α, β 추정값을 뉴턴-랩슨 방법의 초깃값으로 사용하였다. 이렇

게 얻은 우측 중도 절단된 와이블 분포들을 각각의 히스토그램에 그린 결과가 Figures 4.1(a), (b)와 같

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공격과 방어작전의 탄약소모량을 추정한 우측 중도 절단된 와이블 분포가 잘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추가적인 적합도 검증을 위하여 자료들의 경험적 분포와 누적분포함수를 이

용한 콜모고로프-스미노프 검정(Kolmogorov-Smirnov test)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4.1에 정리하였다.

먼저 정규분포 가정하에서 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각각의 정규분포들이 탄약소모량의 분포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추정한 우측 중도 절단된 와이블 분포하에서 검정을 실

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공격과 방어 62개의 훈련 자료들 중 4, 10, 16번째 방어 작전을 제외한 모든 훈

련에서 탄약소모량의 분포를 추정한 분포가 잘 설명하였다. Figure 4.1(a)에서 4, 10, 16번째 방어 작전

의 탄약소모량 분포를 살펴보면, 탄약소모량이 적은 인원 수가 다른 훈련들에 비해 많아 검정통계량(추

정된분포의누적분포함수와경험적분포의누적분포함수차이의최댓값)값이비교적크게나타났지만,

추정한분포가전체적인탄약소모량의분포를잘추정하는것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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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fense operation

(b) Offense operation

Figure 4.1. Estimating density of rifle ammunition consumption. Figures (a) and (b) show histograms for 31 drills’

rifle ammunition consumption in defense and offense operations, respectively. Red lines represent the estimated

truncated Weibull distribution for rifle ammunition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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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P -values of Kolmogorov-Smirnov test results under Weibull and normal distributions

No
Defense Offense

No
Defense Offense

Weibull Normal Weibull Normal Weibull Normal Weibull Normal

1 0.275 0.000 0.224 0.000 17 0.321 0.002 0.606 0.064

2 0.438 0.000 0.454 0.029 18 0.782 0.004 0.213 0.001

3 0.203 0.000 0.804 0.003 19 0.326 0.001 0.959 0.025

4 0.018 0.000 0.785 0.002 20 0.298 0.000 0.641 0.000

5 0.254 0.003 0.356 0.039 21 0.830 0.073 0.226 0.001

6 0.673 0.000 0.679 0.012 22 0.509 0.006 0.204 0.000

7 0.211 0.000 0.622 0.000 23 0.068 0.002 0.278 0.001

8 0.298 0.000 0.391 0.001 24 0.847 0.000 0.206 0.001

9 0.419 0.042 0.679 0.079 25 0.560 0.000 0.438 0.002

10 0.043 0.000 0.452 0.000 26 0.369 0.050 0.587 0.006

11 0.434 0.002 0.699 0.056 27 0.826 0.004 0.865 0.001

12 0.687 0.000 0.844 0.013 28 0.970 0.019 0.637 0.016

13 0.307 0.001 0.453 0.001 29 0.221 0.000 0.499 0.001

14 0.640 0.000 0.344 0.000 30 0.670 0.000 0.473 0.000

15 0.355 0.028 0.955 0.001 31 0.295 0.001 0.271 0.004

16 0.039 0.019 0.402 0.000

탄약소모량이 적은 인원이 다른 훈련에 비해 많아 콜모고로프-스미노프 검정의 검정통계량인 추정된 분

포의 누적분포함수와 경험적 분포의 누적분포함수 차이의 최대값이 크게 나타나 적합도가 다른 훈련들

에비하여낮게나왔지만, 추정한분포가전체적인탄약소모량의분포를잘추정하는것을알수있다.

일반적으로사용되는신뢰수준이 95%와 99%임을고려하여소총탄약의소요보급률의추정값으로추정

된 모형으로부터 산술평균, 상위 95 백분위수와 99 백분위수를 각각 정리한 결과는 Table 4.2과 같다.

방어작전의 성격이 진지내에서 접근하는 적에대해 사격을 실시하기 때문에 공격작전보다 탄약의 소모가
많아 추정된 소요보급률이 방어작전시 높게 나타났다. 상위 95 백분위수를 통해 추정된 소총 탄약의 소

요보급률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값들이 최초 보급된 140발보다 작게 추정이 되었고, 상위 99 백분위수

로추정된소요보급률은훈련목적상주어진최초 140발이라는제한에도불구하고 140발을전후로다양

한 값들이 추정되었다. 반면 기존 산술평균에 의해 얻어진 소요보급률은 상당히 작은 추정값을 나타내
어각훈련에서평균에의해추정된소요보급률보다탄약소모량이많은전투원들이다수관측되었다.

추정된 값들로부터 소총 탄약의 소요보급률을 정하고자 각각의 훈련으로부터 얻어진 추정값들의 평균,

최솟값, 중앙값, 최댓값을구한결과와기존연구방법인산술평균으로얻어진추정값의최대값을 Table

4.3에 정리하였다. 여기서 q̂τ는 0 ≤ τ ≤ 1에 대하여 추정된 분포의 상위 100τ 백분위수를 의미한다.

결과에서 분위수들의 평균값이 중앙값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추정값들의 최댓값이
과도하게큰경향이있기때문이다. 이러한경향은이상값이발생한훈련주기가다른훈련주기에비하

여 개인별 탄약 소모량이 많아 척도 모수가 다른 모형에 비해 크게 추정되었고, 여기에 오른쪽 꼬리부분

에서 길게 뻗어있는 와이블 분포의 특성과 합쳐져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산술
평균들의 최대값에 의해 얻은 추정값은 상대적으로 낮은 추정값을 나타내어 탄약소모량이 소요보급률을
초과하는 전투원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즉, 탄약 소모량이 많았던 고지전에서의 탄약소모량의 평균으로
소요보급률을 추정하는 기존 연구 방법은 현대의 변화된 작전환경과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데 반해 제
안된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요보급률은 탄약소모량의 분포를 고려하여 대부분의 전투원들이 재보급없

이 전투를 실시할 수 있고, 현재 우리군의 작전 형태를 반영하므로 제안된 방법의 우수성을 입증한다고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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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Estimating required supply rate (RSR)

No
Defense RSR Offense RSR

Mean 95% quantile 99% quantile Mean 95% quantile 99% quantile

1 17.467 60.293 101.593 16.148 49.061 76.037

2 26.583 95.768 157.926 17.769 61.605 103.442

3 20.478 69.092 113.730 18.848 58.452 91.529

4 19.373 65.232 107.906 19.219 64.144 105.049

5 25.613 81.615 127.626 31.407 106.000 166.147

6 18.541 60.281 97.358 14.841 46.665 74.057

7 17.123 59.960 101.938 23.725 84.777 141.264

8 21.698 75.666 126.180 18.545 63.436 105.981

9 34.682 132.766 213.487 27.740 78.686 115.943

10 12.548 41.953 70.250 16.264 52.741 85.404

11 34.193 119.007 186.313 34.908 146.739 242.517

12 25.000 86.966 142.068 30.241 102.362 161.440

13 25.825 82.021 127.993 20.692 65.610 103.752

14 29.316 123.443 212.440 20.141 68.413 113.170

15 38.235 133.055 204.355 24.398 71.090 106.588

16 40.408 216.967 365.892 26.445 110.883 194.515

17 31.302 127.130 213.217 36.000 159.403 265.186

18 31.068 98.771 151.508 22.650 73.143 116.183

19 16.874 55.186 89.536 25.432 71.694 105.589

20 19.128 67.581 114.786 21.813 73.961 121.214

21 36.449 115.129 172.820 30.185 96.271 148.326

22 29.783 127.132 218.731 21.941 83.431 145.247

23 19.682 64.046 102.985 23.021 70.937 109.808

24 20.211 59.733 90.722 20.434 67.058 108.033

25 20.171 66.585 107.915 22.656 70.486 109.743

26 31.818 95.050 142.011 30.634 120.667 201.047

27 26.883 101.109 169.605 30.333 109.101 176.087

28 28.660 91.839 142.523 26.725 87.333 137.742

29 19.133 69.355 119.902 18.803 57.343 88.854

30 25.707 93.774 156.084 20.262 68.201 111.986

31 24.7367 83.990 135.790 31.405 115.124 185.822

Table 4.3. Summary statistics of 95% quantiles and 99% quantiles for 31 drills data

Type of Current method : mean 95% quantiles 99% quantiles

operation max min mean median max min mean median max

defense 40.4 41.9 90.9 84.0 217.0 70.2 147.9 137.8 365.9

offense 36 47.7 82.4 71.7 159.4 74.1 132.8 113.2 265.2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 전장 상황과 임무에 맞는 소총 탄약의 소요보급률을 찾기 위하여 실제 전장 상황과 비
슷한 육군 과학화 훈련단의 자료로부터 소총 탄약의 소요보급률을 추정해보았다. 분석하려는 탄약 소모

량의분포가 140발이라는절단지점을가지고있는특성을고려하여우측중도절단된와이블분포를사용

하였다. 척도모수 α와 형상모수 β는 최대우도 추정량으로 구하여 분포를 결정하였고, 추정된 분포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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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상위 백분위수를 소총 탄약의 소요보급률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평균을 통해 얻
었던 선행 연구의 방법보다 개인별 탄약소모량의 분포를 고려하여 대부분의 전투원들이 추가 보급없이
전투를 실시할 수 있고, 실제 전투를 실시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현 시대의 전장과 가까운 자료

를 통해 추정된 소요보급률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지만 기본 휴대량(B/L) 산출하기 위해 필

요한작전지속능력등은과학화전투훈련자료에서확인이불가능하기때문에소총탄약의소요보급률

만추정하는한계를가지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이어작전지속시간또는기타요소를고려하여기본휴대량의추정에관한연구를진행
할 예정이다. 군의 보급능력을 고려하여 작전지속시간을 재산출할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요
보급률산정방법을통하여우리군의기본휴대량을추정할수있을것이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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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기체계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탄약은 전투력 발휘에서 필수적이다. 원활한 탄약의 공급과 전투력 발휘를 위하여

군은 탄약의 기본휴대량을 개인별 임무와 화기에따라 정하여 활용중이다. 탄약의 기본휴대량 산출에 핵심이 되는 탄

약의 소요보급률은 부대의 작전환경과 임무등을 고려한 실제 전투 자료에 기반하여 산출이 되어져야한다. 한국전쟁
의 자료를 통해 얻어진 기존의 소요보급률은 현대의 전투 양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실
전과 가장 유사한 훈련인 육군 과학화 훈련단(Korea Combat Training Center; KCTC)의 소총 탄약 소모량 자료

를 통하여 소총 탄약의 소요보급률을 추정하였다. KCTC 소총 소모량 자료가 중도 절단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우측

중도절단된 와이블 분포를 추정하고 상위백분위수로 탄약의 소요보급률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개인별 탄약 소모량
을반영하여대부분의전투원들이추가보급없이전투를수행할수있는소요보급률을추정할수있었다.

주요용어: 우측중도절단된와이블분포, 소요보급률, 기본휴대량, 최대우도추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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