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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사슬에 존재하는 다양한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 

 

• 고객은 공급사슬 상에서 공급 및 수요 불확실성에 직면. 

 
– 공급 불확실성은 공급사슬 상의 공급업자가 주문에 대해 기일이나 수량을 지키지 못하여 생

기는 불확실성. 

– 수요 불확실성은 고객 수요의 변동으로 인해 생기는 불확실성. 

 

• 공급사슬의 수요와 공급 불확실성은 생산을 저해하고, 재고비용을 증가시키
며 고객의 불만을 높임으로써 제품판매량 감소, 기업의 수익 저하로 이어짐. 

 

• 수요와 공급 불확실성은 모두 고객의 불만을 이끌어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수요 불확실성을 고려한 공급사슬 이익 최적화에 치우침. 

 

• 수요와 공급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한 공급사슬 설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 

연구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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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 오늘날 공급사슬은 복잡하게 진화하였고,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
라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음. 

 

• Robust supply chain은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한 공급사슬의 위험에
서  주어진  수준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급사슬의  능력
(Bundschuh et al. 2006). 

 

• 공급사슬 내·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업의 이익
을 최대화하기 위해 Robustness를 최적화 한 공급사슬 설계가 필요. 

 

• Expected Disruption Cost(EDC)는 공급사슬의 Robustness를 평가하
는 하나의 지표로 공급의 단절로 인해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함
으로써 생기는 비용적 손실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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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ty 

Supplier’s uncertainty 

• 공급사슬에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 공급 불확실성은 공급자 환경의 변화로 인해 납기일 지연, 주문량 미충족 등의 공급단절 상

황을 일으킬 수 있다. 
• 공급자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공급단절 상황은 고객의 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여 고

객의 불만 증가 및 판매량 감소, 잠재적 고객 이탈 등의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 
• 나아가 공급 단절 상황은 공급 사슬 내부의 총 비용을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며 공급사

슬 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약화시켜 탄탄한 공급사슬 설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
하게 된다. 

공급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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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 uncertainty 

• 고객의 수요는 공급사슬 내·외부의 다양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정치 않고 다양한 형태의 
수요변화를 갖게 된다. 

• 고객수요의 변동은 수요예측의 오차를 증대시키고, 이로 인한 공급사슬내의 생산, 원자재 
주문, 재고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고객수요의 변동으로 인해 소매점은 과다한 재고비용의 지출 및 재고부족으로 인한 판매 
부족 등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공급사슬 전체의 이익을 저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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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ust Supply Chain의 필요성 

• 오늘날 공급사슬은 복잡하게 진화하였고,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양하고 높은 수준
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 고객은 더욱 높은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를 원하고,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공급사슬
의 발전이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의사결정은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하고, 이는 
수요 변동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공급사슬이 탄탄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면 공급사슬 구성원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공급사슬 내·외부의 위험을 증가시켜 공급사슬을 붕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공급 단절 

공급사슬 위험 증가 

공급사슬 붕괴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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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사슬 상에서 공급-수요 불확실성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비용 최
소화 공급사슬 설계 연구. (P. Kouvelis et al. 2002) 

 

• 공급사슬 운영비용과 판매손실비용을 최소화하는 공급사슬 입지선
정 모형에 관한 연구. (Snyder and Daskin, 2005) 

 

• 공급사슬에서 수요불확실성을 고려한 총비용 최소화 Robust Supply 
Chain Conceptual Model 및 6가지의 Robustness 평가지표 제시. 
(Mo and Harrison, 2005) 

 

• Efficiency와 Robustness간의 trade-off 상황하에서 공급단절 위험율 
저하 및 수익성 증가 모형에 대한 연구. (A. Shukla et al. 2011) 

기존연구 

대한산업공학회 2012 추계학술대회

- 001675 -



Reliable Mode Unreliable Mode 

고객의 수요 변
동에 따른 주문
을 충분히 충족
시킬 수 있는 공
급자와 제조업자
의 상황. 

고객의 수요 변
동에 따른 주문
을 충분히 충족
시킬 수 없는 공
급자와 제조업자
의 상황. 

Customer Demand 

고객의 수요는 일정하지 
않게 발생하고, 서로 독
립적이며 포아송 프로세
스를 따름. 

문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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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Assumption 

• 고객 수요의 발생은 서로 독립적이고, 포아송 프로세스를 따른다. (Daskin et al. 2002, Shen 
et al. 2003, Ozsen, 2004) 

• 공급자(Supplier)는 언제나 안정적인 상황에 있지 않는다. 안정적인 상황의 의미는 고객 혹
은 제조업자의 주문량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고, 불안정적인 상태는 
제조업자 및 고객의 주문량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 공급 불확실성에 따른 공급자의 안정적 상태와 불안정한 상태의 지속기간은 독립적이고, 
지수분포를 따른다. (Aryanezhad et al. 2012) 

• 제조업자는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객의 수요를 100 % 만족시킬 수 없으며 이
로 인해 손실비용이 발생한다. 

Supplier Manufacturer Warehouse Customer 

문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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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Robust Supply Chain 설계에 관한 연구는 공급사슬의 수요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룸. 

 

 공급사슬에서 수요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과 함께 공급에서 발생하
는 주문 리드타임의 지연,  공급량의 부족과 같은 공급 불확실성을 
고려한 공급사슬의 수리적 모형 개발이 필요. 

 

 공급사슬의 Robustness를 최적화할 수 있는 시설 입지와 운송량을 
결정함으로써 기업의 이윤을 높이고, 공급사슬 붕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고찰. 

결론 및 향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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