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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급사슬 상의 당사자인 제조업체와 소매업자 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특히 판촉활동은 전체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한 업무이지만, 비용 및 성과의 측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업 내부의 구성원들 간의 목적 합치성과 대리인 성과측정의 

문제를 다루는 대리인 모형은 대리인의 노력과 성과실현의 관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을 다루는 

공급사슬계약 연구는 수요의 불확실성과 같은 외부적인 불확실성을 다루고 

있으며, 공급사슬 구성원들의 노력에 있어서는 확실성을 가정하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측정불가능성 혹은 강제가능성 여부에 따라 기존 

공급사슬계약 연구들의 결과가 상당히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 내부의 인센티브 설계에서 주로 사용된 계약이론의 

연구성과를 공급사슬 상의 계약으로 확장하여, 판촉활동의 불확실성과 

수요의 불확실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공급사슬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질문들을 다룬다. (1) 판촉활동 

성과의 불확실성이 공급사슬의 최적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2) 판촉활동 

성과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공급사슬에서 할인계약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첫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계약이론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노력과 성과실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모형화하고, 이를 공급사슬의 

newsvendor 모형에 적용한다. 최선해의 유도를 위한 연구모형에서 기업의 

의사결정변수는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이며, 외생적인 불확실성인 수요의 

불확실성과 내생적인 불확실성인 판촉활동 성과실현의 불확실성을 동시에 

반영한다.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최선해를 달성하지 못하는 

공급사슬을 모형화하기 위해서, Stackelberg 접근법을 사용한다. 소매업자의 



의사결정 변수는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이며, 제조업체의 의사결정 변수는 

계약관련 변수이다. 각각의 상황에서 의사결정 주체들의 기대이익과 

기대이익 최적화를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유도한다. 또한 수치적 

분석을 통하여 공급사슬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왜곡되는지 확인한다. 

두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할인계약을 사용할 경우, 성과실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공급사슬의 의사결정 왜곡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분석한다. 성과실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급사슬 의사결정의 왜곡이 

심해지고, 기존의 공급사슬 계약들의 효과가 변화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심화된 의사결정의 왜곡을 완화할 수 있는 계약 

형태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적 

분석을 통하여, 할인계약이 성과실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왜곡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문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 우선, 2 장은 공급사슬계약, 

판촉활동, 계약이론에 관한 기존 문헌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분석한다. 3 장은 

연구모형의 주요 요소인 수요의 불확실성, 판촉활동 성과실현의 불확실성, 

판촉활동의 측정불가능성, 할인계약 등을 정의한다. 4 장은 전체최적을 

달성할 수 있는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에 해당하는 최선해를 유도한다. 

엄밀한 최적 의사결정변수들의 결정을 위하여, 의사결정 변수들의 구간을 

제약조건으로 명시한다. 5 장은 공급사슬에서 의사결정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며, 할인계약이 공급사슬에서의 의사결정 왜곡을 얼마나 

완화시키는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6 장은 수요에 대한 가정과 파라미터 

수치의 대입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여, 최적 의사결정변수들을 탐색한다. 

또한 여러 파라미터들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계획법을 실시한다. 

판촉활동의 효과, 판촉활동의 생산성, 수요의 분산(감마 분포), 이익공유 

비율 등이 주요 요소로 사용되었다. 7 장은 할인계약을 사용할 경우 

최선해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수치적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또한, 할인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이익의 배분에 대해 

논의한다. 8 장은 여러 가정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러한 가정을 

완화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w 의 결정, 

판촉활동 효과의 승수성, 성과실현 결과의 연속성, 판촉활동 비용의 성질, 

변동계수에 따른 분석 등이 다루어진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판촉활동 성과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판촉활동 노력의 효과는 판촉활동의 

성공확률과 판촉활동 성공과 실패시의 기대이익 차이의 곱에 비례한다. 둘째, 

공급사슬의 당사자인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의사결정변수들에 대해 가정을 

최소화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제시한다. 셋째, 수치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판촉활동 노력관련 불확실성을 반영할 경우에 기대이익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할인계약은 공급사슬의 성과왜곡을 적절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넷째, 실험계획법의 요인 설계를 통해 모형에서 사용된 주요 

요소들이 기대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결합효과의 분석을 

통해, 상황에 따른 계약 형태의 선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다섯째, 

판촉활동 불확실성을 반영할 경우 할인계약이 최선해를 달성할 수 없음을 

수치적 분석을 통해 보였다. 이를 통해, 공급사슬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기존 계약 형태들이 공급사슬을 최적화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할인계약의 사용으로 인한 초과이익의 배분에 있어서 

사후적 배분이 사전적 배분보다 우월하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한 주요 공헌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성과실현의 불확실성과 관측불가능으로 

인한 성과평가의 불확실성을 공급사슬의 맥락에서 모형화한다. 이를 통해 

공급사슬에서의 내생적 불확실성을 세분화하고, 이로 인한 기존 연구결과의 

왜곡가능성을 확인한다. 둘째,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온 계약이론과 

공급사슬계약 연구의 통합을 통해, 내부적 불확실성과 외부적 불확실성을 



동시에 고려한 보다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공급사슬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경영자들에 대한 시사점으로서, 본 연구의 모형은 

노력과 성과의 연결이 모호할 경우 경영자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한, 전략적 이슈라 할 수 있는 

기업들 간의 계약 형태의 선택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주요어: 공급사슬계약, 판촉활동 노력, 성과실현 불확실성, 측정불가능성, 

할인계약, 수치적 분석 

학  번: 2009-3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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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문  

 

1.1. 문제의 기술 및 연구 동기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여러 기업들간의 이해관계 불일치로 인해 

최적성과가 왜곡되는 현상은 공급사슬 연구의 중요한 동인이 되어왔다. 특히, 

적절한 인센티브의 설계를 통하여, 이해관계의 불일치를 줄이고 공급사슬 

의사결정에서의 조정을 이루고자 하는 공급사슬 계약 (supply chain 

contract) 관련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계약들을 제시하여 왔다. 

수익공유 계약(revenue-sharing contract), 수량할인 계약(quantity 

discount contract) 등은 공급사슬 계약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경영에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우선 공급사슬 

계약의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진 불확실성으로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수요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Hopp & Spearman, 2008; Taylor, 2002; Cachon & 

Lariviere, 2005). 최종 소비자의 수요는 실현되기 전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많은 연구들이 확률변수를 도입하여 수요의 불확실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인 불확실성 이외에, 기업 내부의 생산 및 영업활동에도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제품생산과 관련되는 프로세스 시간 

등은 기업의 직접적인 의사결정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동성을 가지게 

된다 (Hopp & Spearman, 1999).  

이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조직 혹은 

개인들 간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활동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항들이 확정적일 경우에는 중재자 혹은 중재기관을 통하여 

이해관계의 상충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중재자가 갈등요소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며, 이로 인해 이해관계의 

상충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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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하여 공급사슬에서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는 맥락을 살펴보자. 가전제품이나 의류, 자동차와 같은 산업의 경우 

제품의 생산은 LG, North Face, BMW 등과 같은 제조업체에서 담당하지만,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는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딜러 같은 소매업자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매업자와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은 

상충되는 입장을 가지게 된다. 

 

소매업자의 경우 

제품의 구매에 있어서 재고부족비용과 재고과잉비용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문량을 결정한다. 마케팅을 담당하는 부서는 판촉활동을 통한 매출의 증가와 

판촉활동관련 노력의 비용을 고려하여 최선의 판촉활동 수준을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판촉활동 노력에 대해 얼마나 매출이 증가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혹은 내부적으로 판촉활동 노력의 효과를 알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힘들 경우, 부담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판촉활동관련 노력의 비용을 소매업자가 과다하게 부담할 경우, 판촉활동을 

기피하게 된다. 

 

제조업체의 경우 

판촉활동을 소매업자가 담당할 경우, 제조업체는 판촉활동비용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다. 불명확한 판촉활동 비용의 부담을 소매업자가 제조업체에게 

요구할 경우, 제조업체는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일부만을 부담하려 한다. 그러나, 

판촉활동의 비용을 소매업자가 과다하게 부담할 경우, 주문량이 감소하여 

궁극적으로 제조업체의 이익이 감소한다. 소매업자의 판촉활동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소매업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제조업체의 이익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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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관련 연구의 주요한 특징은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기업들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적화하려 하므로, 적절한 중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해관계의 대립이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단일기업의 경우, 최고 경영자의 결정에 의해 궁극적으로 의견조율을 통한 

전체 최적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사슬에서는 개별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독립된 최고 경영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해관계의 상충은 쉽게 극복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공급사슬 전체의 

의사결정이 최적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체최적화의 실패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더욱 심화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상충은 기업내부에서도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항으로서, 대리인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공급사슬 계약에서도 기업내부의 인센티브 디자인과 

관련 연구들의 성과를 적용하고 있다 (Gibbons, 2005; Cachon & Lariviere, 

2005). 기업에서 어떻게 고용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디자인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이익(혹은 목적함수)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인들이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보상계약을 

설계하는 이슈는 많은 문헌들에서 주요한 연구주제가 되어 왔다 

(Prendergast, 1999). 위임자-대리인 모형(Principal-Agency Model)은 

이러한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인한 인센티브의 설계문제를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회사 내부의 구성원들 간의 인센티브 

문제는 공급사슬관리 측면으로 확장되어 기업과 기업간의 인센티브 설계에도 

적용되고 있다(Gibbons, 2005).  

그런데, 대리인의 모든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고용인의 노력이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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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설령, 대리인의 모든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포함하는 계약이 존재할지라도, 현실적인 관리 

비용 등의 이유로 간단한 계약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이익의 향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성과실현과 성과평가에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감안할 때, 객관적인 측정가능성을 가정하고 공급사슬 계약을 

제시하는 모형들(Taylor, 2002; Cachon & Lariviere, 2005;Tsai, 2007; 

Chiu et al. 2010)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 

 

글로벌 경쟁의 격화와 급변하는 시장환경의 변화로 인해 단일기업의 

최적화와 더불어 공급사슬의 최적화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Dyer & Singh, 1998). 본 연구는 내생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공급사슬 계약의 연구결과가 왜곡될 수 

있음을 보이고, 이러한 비효율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의 설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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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주제 

 

판촉활동 1은 전체 마케팅 비용의 75%를 차지하는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이다(Heere & Neslin, 2005; Trade Promotion Report, 2005). 그런데 

공급사슬의 측면에서, 판촉활동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과 매출증가의 이익을 

향유하는 기업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판촉활동을 직접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은 주로 소비자와 접촉하는 소매업자2임에 반해, 

판촉활동으로 인한 매출 증가의 이익은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에게 공유된다. 

제조업체는 소매업자가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통해 매출을 증가시키고 많은 

제품을 주문하기를 바라지만, 소매업자는 판촉활동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전체최적 수준의 판촉활동을 실시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제조활동과 소매활동은 독립적인 기업들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들은 공급사슬의 전체 최적의사결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Double Marginalization 효과와 같이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한 부분최적화 현상은 널리 알려져 왔다. 

 

이러한 공급사슬의 조정을 위한 매커니즘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존재한다. 첫째, 공급자/구매자 관계의 개선을 통하여 전략적 제휴 

및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Dyer & Singh, 1998; Chen & 

Paulraj, 2004). 둘째, 개별 기업이 단기적인 최적화를 추구할 지라도 전체 

최적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Taylor, 

2002; Cachon & Lariviere, 2005). 공급자/구매자의 관계가 열악한 경우, 

                                                 
1 여기에서 사용된 판촉활동은 광의의 판촉활동으로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제공하는 형태와 비금전적인 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를 다루며, 

판촉활동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3.2 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한다.  
2 쿠폰 등을 제조업체가 지급하는 등 전액 혹은 일부의 금액을 부담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도, 소매업자와 제조업체 간의 공평한 이익의 배분이라는 문제는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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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으로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두번째 접근법인 적절한 인센티브의 설계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의 

설계를 통해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 협력관계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판촉활동 공급사슬 연구에서는 몇 가지 퍼즐이 

존재한다. 판촉활동과 관련하여 공급사슬을 조정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들이 연구되어 오고 있다 (Taylor, 2002; Chiu et al., 2011).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판촉활동의 노력이 성과에 확정적으로 대응하여, 

판촉활동의 노력과 성과가 명확하게 측정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이론 관련 연구에서는 성과의 실현이 불확실하거나, 객관적인 

평가지표의 부재, 혹은 주관적 평가로 인한 법적 강제성의 부족 등으로 인해, 

계약의 항목만으로는 공급사슬의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Gibbons, 2005; Raith, 2008). 

판촉관련 연구에서 기업행위들이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하고 강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에 비해, 성과실현의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객관적 

평가지표의 부재는 일반적으로 경영현실에서 많이 발생한다.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촉활동이 제품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중의 하나인 자동차 

판매업(딜러)을 생각해보자.  

 

BMW 의 한국 딜러인 코오롱 모터스는 VIP 고객 500 여명을 초청하여, 

전시장 내에 마련된 3 차원 골프연습 코너에서 프로골퍼가 진행하는 골프 클리닉을 

개최하였다. BMW 의 최종 판매량은 골프 클리닉과 무관하게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의 구매량과 골프 클리닉을 통해 증가한 자동차 판매량의 합이다. 우선 

판촉활동의 효과와 관련하여, 골프 클리닉을 통해 얼마나 매출이 증가하는가를 



-7-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장기적 경험에 의해서 코오롱 모터스가 골프 

클리닉 활동과 판매량 증가에 대한 대략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있을지라도, 법적으로 

판촉활동 관련 비용을 BMW 본사에 청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여하한 기업의 생산 및 영업활동들의 결과가 

투입된 자본 및 인력에 명확하게 대응하는 경우는 오히려 찾기 힘들며, 

대부분의 경우 투입된 노력과 성과의 관계는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개별 기업인 공급사슬 상에서의 소매업자와 

제조업체가 판촉활동 관련 비용과 수익의 부담을 적절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공급사슬계약 관련 연구에서 이미 지적되고 

있지만(Cachon & Lariviere, 2005; Gibbons, 2005), 판촉활동과 관련된 

공급사슬 모형에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성과실현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폭된 성과왜곡을 완화할 수 있는 계약 설정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판촉활동의 성과실현 불확실성이 공급사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왜곡을 완화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Research Question 들을 

연구한다. 

 

(1) 판촉활동 성과의 불확실성이 공급사슬의 최적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2) 판촉활동 성과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공급사슬에서 할인계약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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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외생적인 불확실성인 수요의 불확실성과 내생적인 

불확실성인 성과실현의 불확실성을 모두 고려할 경우, 공급사슬의 이익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한다. 두 가지 형태의 불확실성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기업활동으로서 판촉활동을 들 수 있다. 즉, 공급사슬에서 

제조업체와 소매업자가 존재하며, 소매업자가 주문량과 판촉활동의 수준을 

결정한다. 소매업자의 매출은 기본적으로 외생적인 불확실성인 수요의 

불확실성에 의해 결정된다. 소매업자의 내부적 기업활동인 판촉활동은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만, 판촉활동의 수준과 수요의 증가 사이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여러 형태의 불확실성들이 동시에 반영되는 

판촉활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수요의 불확실성과 성과실현의 불확실성을 

모두 고려할 경우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한다. 또한 복수의 

불확실성들로 인해 증폭된 의사결정의 왜곡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공급사슬 

계약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 우선, 2 장은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사슬계약, 판촉활동, 계약이론에 관한 

기존 문헌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분석한다. 3 장은 연구모형의 주요 요소들에 

대해 정의한다. 우선, 외생적인 불확실성인 수요의 불확실성과 내생적인 

불확실성인 판촉활동의 성과실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정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과실현의 불확실성에 의해 야기된 판촉활동의 측정불가능성을 

모형화한다. 또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공급사슬을 조정할 수 있는 

할인계약의 형태에 대해서 논의한다. 

4 장은 우선 전체최적을 달성할 수 있는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에 

해당하는 최선해(the first best solution)를 유도한다. 뉴스벤더 모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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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론의 성과실현 불확실성 모형을 통합하여, 두 가지 형태의 불확실성이 

포함된 기업의 기대이익을 유도한다. 보다 엄밀한 최적 의사결정변수들의 

결정을 위하여, 의사결정 변수들의 구간을 구체적인 제약조건으로 명시하여, 

최적화를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유도한다. 

5 장은 소매업자와 제조업체로 이루어진 공급사슬에서 의사결정들 

(주문량과 판촉활동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비교한다. 독립된 기업들이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공급사슬에서는 최선해가 아닌 왜곡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할인계약이 이러한 의사결정들의 왜곡을 얼마나 

완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분석한다.  

6 장은 수요에 대한 가정과 파라미터 수치의 대입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상황 하에서 최적화를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적 의사결정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한다. 또한 여러 

파라미터들이 의사결정변수와 기대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계획법을 실시한다. 판촉활동의 효과, 판촉활동의 생산성, 수요의 분산 

(감마 분포), 기업들 간의 이익공유 비율 등을 주요 변수로 하여, 각 

요소들이 의사결정과 기대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7 장은 할인계약을 사용할 경우 전체최적인 최선해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수치적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판촉활동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공급사슬에서 할인계약이 

공급사슬을 최적화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논의한다. 또한, 할인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이익의 배분에 관한 이슈를 검토하고, 사전적/사후적 

배분을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간략하게 수치적으로 분석한다. 

8 장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정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러한 

가정을 완화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우선, 본 

연구에서 주어진 파라미터로 가정한 w 의 결정에 대해 보다 깊이 분석한다. 

또한 판촉활동 결과가 승수적일 경우와 성과실현의 결과가 복수 혹은 연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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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와 더불어 판촉활동 비용의 

성질과 비용의 형태에 따른 공급사슬 의사결정의 변화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한다. 할인계약과 수익공유 계약의 차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위험에 따른 의사결정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기대이익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1.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본 절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의 흐름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본 연구의 주요 차별성 및 공헌을 논의하기로 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연구 흐름은 크게 계약 이론(Contract Theory), 공급사슬계약 

(Supply Chain Contract), 판촉활동 연구(Promotion)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계약이론에서는 위임자-대리인 연구(Principal-Agency 

theory)를 기반으로 주로 조직 내부에서의 고용자와 고용인의 인센티브 

설계를 분석하고 있다(Holmstrom & Milgrom, 1987; Prendergast, 1999; 

Gibbons, 2005; Raith, 2008). 공급사슬계약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작되었지만, 계약이론은 오랜 기간 경제학 및 법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계약이론에서는 성과실현에서의 불확실성 및 성과평가에 

있어서의 불확실성도 연구되어 왔다. 성과실현의 불확실성, 성과의 

측정가능성 및 법적인 강제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당사자간에는 많은 

변동성이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계약이론에서의 성과를 공급사슬연구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Gibbons, 2005; Cachon & 

Larivier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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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기존 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판촉 

활동 

성과실현 

불확실성 

수요 

불확실성 

Target/ 

Discount 

소매업자 

D.V.* 

제조업체 

D.V.** 

Chiu et al. 

(2010) 
X X O O (q) (b, T) 

Cachon & 

Kok (2010) 
X X O O (q) (b, T) 

Tsai 

(2007) 
X X O O (q) (b, T) 

Cachon & 

Lariviere(2005) 
X O O X (q,e) N/A 

Taylor 

(2002) 
O X O O (q,e) (b, T) 

Rao 

(1990) 
O X X X (e) (b) 

Raith 

(2008) 
X O X X (e) (b) 

Gibbons 

(2005) 
X O X X (q,e) (b) 

본 연구 O O O O (q,e) (b, T) 

*: D.V. 는 의사결정변수(decision variable)를 의미함. 단일회사를 다룬 연구(Rao, 1990; 

Raith, 2008)에서는 소매업자의 D.V. 대신 위임자의 D.V.를 사용  

**: 최선해를 다룬 연구에서는 소매업자 의 D.V. 대신 위임자의 D.V.를  사용 

***: 표에서 사용된 q,e,b,T 는 각각 주문량, 노력수준, 단위당 할인액, 기준주문량을 의미한다. 

개별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모형의 설정에서 논의한다. 

 

 

둘째, 공급사슬계약 연구들은 주로 성과측정 및 성과실현과 관련하여 

확실성을 가정하고 있다(Taylor, 2002; Cachon & Lariviere, 2005; Tsai, 

2007; Cachon & Kok, 2011; Chiu et al., 2011). 공급사슬 계약 연구들의 

주요한 결과는 통합화된 의사결정과 달리 독립된 기업들로 이루어진 

공급사슬에서는 전체최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다양한 계약의 형태에 

따라 공급사슬 계약의 비효율성이 완화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공급사슬에서의 주문량을 주요 의사결정변수로 분석하고 있으며, 주문량과 

가격설정과 더불어 공급사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기업활동들 

(판촉활동, 품질관리 등) 또한 추가적인 의사결정변수로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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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의 주요 분석단위인 판촉활동은 주로 마케팅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판매사원의 활용 및 인센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Basu et al., 1985; Rao, 1990; Taylor, 2002). 

표 1.1. 은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을 기술하고 있다. 각 

논문의 세부사항은 문헌연구 부문에서 기술되어 있다. 

 

1.5. 본 연구의 공헌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공헌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번째 공헌으로서, 본 연구는 성과실현의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성과평가의 불확실성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인 공급사슬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한다. 성과실현의 불확실성은 일정 수준의 노력을 투입하였을 경우에 

성과가 무작위적3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에 성과 자체는 

측정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 간에 노력과 성과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 

성과평가의 불확실성은 성과를 파악하기 힘들거나(예를 들면, 조직운영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 성과평가시의 과다한 비용으로 인해 대리지표를 

사용할 경우 발생한다. 모형구성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연구들 (Gibbons, 

2005; Cachon & Lariviere, 2005; Raith, 2008)은 성과관련 정보소통의 

불가능성이나 성과평가비용에 대한 강한 가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적 불확실성의 반영과 성과실현의 구간을 적절하게 정의하여, 

정보소통과 측정비용 관련 가정의 필요성을 제거한 보다 현실적이고 엄밀한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한다. 

두번째 공헌으로서,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온 계약이론과 공급사슬 

계약 연구의 통합을 통해, 내부적 불확실성과 외부적 불확실성을 동시에 

                                                 
3 일정 정도의 확률적 추론은 가능하다. 다만 확정적 추론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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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포괄적인 공급사슬 모형을 제시한다. 공급사슬계약 연구들(Cachon & 

Lariviere, 2005; Tsai, 2007; Chiu et al., 2010; Cachon & Kok, 2010)이 

newsvendor 모형을 기반으로 한 최종 소비자로부터의 외부적 불확실성을 

주로 반영하는데 반해, 계약이론 연구들(Prendergast, 1999; Gibbons, 

2005; Raith, 2008)은 주로 기업내부에서의 성과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몇몇 문헌들(Gibbons, 2005)이 이러한 독립적인 

연구흐름들의 통합하여 보다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독립적인 연구흐름들에 대한 통합의 일환으로서, 

판촉활동 노력과 관련된 내부적 불확실성과 최종 소비자로부터의 외부적 

불확실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공급사슬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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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본 장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계약이론 관련 연구, 공급사슬계약 

관련 연구, 판촉활동 관련 연구 등 세 가지 분야의 기존 문헌에 대해 

살펴보고, 모형 구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들에 대해 보다 엄밀하게 

살펴본다. 

 

(1) 계약이론 관련 연구 

기업에서 어떻게 고용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디자인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이익(혹은 목적함수)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인들이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보상계약을 

설계하는 이슈는 많은 문헌들에서 주요한 연구주제가 되어 왔다 

(Prendergast, 1999). 위임자-대리인 모형(Principal-Agency Model)은 

이러한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인한 인센티브의 설계문제를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회사 내부의 구성원들 간의 인센티브 

문제는 공급사슬관리 측면으로 확장되어 회사와 회사간의 인센티브 설계에도 

적용되고 있다(Gibbons, 2005).  

전통적인 위임자-대리인 모형에 있어서의 주요 가정은 대리인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완전하게 측정가능하고, 모든 성과지표를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Perndergast, 1999; Gibbons, 2005). 그런데,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의 경영환경에서, 고용인의 모든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고용인의 노력이 성과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설령, 

고용인의 모든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포함하는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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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지라도, 현실적인 관리 비용 등의 이유로 간단한 계약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이익의 향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성과평가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모형들을 소개한다. 특히, 대리인의 성과실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Raith 

모형), 확률변수를 사용하여 복수개의 지표를 사용하는 모형 (Prendergast, 

1999)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은 2 장의 뒷부분에 추가되었다. 

Raith(2008)은 대리인의 특정정보(위임자에게 알려지지 않는 

대리인만이 가지는 정보)이 존재할 경우, 위임자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대리인의 투입요소(input)와 

산출물(output)을 계약의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며, 대리인의 

특정정보(Specific knowledge)와 성과실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최적계약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Prendergast (1999)는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확률변수를 이용하여 복수개의 지표(객관적 지표과 주관적 지표)를 

모형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Holmstrom(1982)는 장기적인 관계가 유지될 경우, 대리인의 

진로관심사(career concern)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대리인의 

현재 성과가 시장에서의 대리인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대리인이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모형은 장기적 

관계에서의 계약에서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계유지가 중요한 공급사슬의 계약에 있어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Gibbons(2005) 대리인이론(agency theory)에 대한 연구흐름과 

발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전통적인 위임자-대리인이론을 

설명하면서, 기존의 이론들이 가지는 약점인 객관성에 대한 환상(fas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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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n objective criterion)과 관측 가능한 행동에 대한 과다의존 

(overemphasis on highly visible behaviors)을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리지표의 적절한 설정 및 관계계약(relational 

contract)와 같은 재량에 의한 보너스 (discretionary bonus)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기업 내부의 인센티브(incentives within 

firms)관련 연구결과들이 기업간의 인센티브 연구(incentives between 

firms)에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 공급사슬계약 관련 연구 

공급사슬에서의 이해관계 불일치로 인한 성과왜곡을 조정할 수 있는 

공급사슬계약의 설계에 대해서는 방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연구주제와 직접 관련된 판촉활동, 노력, 할인계약 등에 관련된 

공급사슬계약 연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Taylor(2002)는 판촉활동과 리베이트 계약(rebate contract)이 

공급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리베이트는 

제조업체가 소매업자에게 제시하는 할인으로 정의된다. 공급사슬 상에서 

newsvendor 모형과 판촉활동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판촉활동의 

효과가 선형적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노력의 성과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Cachon & Lariviere(2005)는 다양한 세팅에서 수익공유계약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다른 공급사슬 계약들과 수익공유계약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방대한 범위의 분석을 통해 수익공유계약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측정 불가능한 소매업자의 노력이 존재할 경우에 

공급사슬의 성과가 왜곡될 수 있음을 간략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판촉활동 노력의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모형화하지는 않으며, 노력이 존재할 

경우의 최적 의사결정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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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ai(2007)은 할인계약이 존재할 경우의 최적의사결정을 선형 제약 

최적화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할인계약 사용시의 구체적인 최적 

의사결정변수의 탐색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계약관련 변수를 주어진 

변수로 보고 소매업자의 입장에서만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Cachon & Kok(2010)은 도매계약(wholesale price contract), 

할인계약(discount contract), 이중요율 계약(two-part tariff contract)의 

효과를 다양한 세팅 하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할인계약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판촉활동과 같은 소매업자의 측정 불가능한 

노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Chiu et al.(2010)은 Taylor(2002)를 확장하여 다양한 환경 하에서, 

리베이트계약이 공급사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소매업자의 의사결정변수로서 판촉활동을 고려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판촉활동 노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3) 판촉활동 관련 연구 

판촉활동은 마케팅에 있어서 주요한 의사결정 변수로서, 오랫동안 

방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에 적합한 

판촉활동 관련 비용함수의 형태를 살펴보는 문헌에 대해 주로 살펴본다. 

이러한 판촉활동과 관련된 비용함수는 판촉사원의 활용과 관련된 

마케팅연구에서 연구되어왔다 (Basu et al., 1985;, Lal & Srinivasan, 1993; 

Rao, 1990; Taylor, 2002). 

판촉활동의 비용은 판촉활동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판촉활동관련 비용이 convex 일 경우 판촉활동의 효율성은 노력에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할 수 있으며, concave 일 경우에는 판촉활동의 

효율성이 노력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판촉활동 자체의 증가가 

선형이 아닐 경우에는 판촉활동 변수를 선형 변수로 변환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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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에 대응하는 비용함수의 형태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판촉활동 

자체는 선형의 함수로 두고 판촉활동비용함수의 형태만을 통하여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Taylor, 2002). 

기업의 총비용함수의 형태는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고려할 경우 

concave 한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런데, 판촉활동의 주요 연구대상이라 할 수 

있는 판촉사원 관련 연구에서는 대리인-위임자 모형의 관점에서 판촉사원 

개인의 입장에서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금전적 보수에 대응하는 효용함수를 

판촉사원관련 의사결정의 주요한 대상으로 한다. 여러 실증연구에 의하면 

판촉사원의 효용함수는 concave 의 형태를 취한다(Basu et al. 1985).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 동일한 비용을 투입할 경우 산출되는 

판촉사원의 노력수준은 concave 하게 증가하게 되며, 동일한 판촉활동의 

증가를 위한 비용함수는 convex 형태를 취하게 된다. 많은 연구들이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판촉활동의 비용은 convex 를 가정하고 있다 (Rao, 1990; 

Taylor, 2002; Cachon & Lariviere, 2005). 

 

다음으로 성과실행과 평가에 관련된 Raith(2008)연구와 

Prendergast(1999) 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소개한다.  Raith (2008)은 본 

연구의 주요 구성요소인 성과실현의 불확실성 반영을 모형화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 

 

(4) 대리인의 특정정보와 성과실현의 불확실성(Raith, 2008) 

Raith(2008)은 대리인의 특정정보와 성과실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최적계약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성과평가 지표로는 투입요소(input)과 결과물(output)이 사용되며, 대리인은 

투입요소가 어떻게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 (특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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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knowledge)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정보는 위임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의 경우 매점의 매출이나 순이익은 결과물에 

대한 지표이고, 매점관리인에 의해 파악되는 품질, 서비스, 청결(quality, 

service, cleanliness: QSC)등은 투입요소에 대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대리인인 맥도날드의 직원은 QSC 가 어떻게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만, 위임자인 본사의 입장에서는 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판매원의 경우 투입요소에 대한 지표는 업무시간, 접촉고객의 숫자, 

신규 계정의 숫자 등이고 결과물은 매출액이나 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판매원의 특정정보는 여러 투입요소가 어떻게 매출액 등 결과물과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비교적 짧은 

업무시간에도 많은 매출액을 이룰 수 있지만, 지방 등지에서는 투입된 

업무시간에 비해서 매출액은 다소 작을 수 있다. 본사에서는 지역의 개별 

사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업무시간(투입요소)과 매출(결과물)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Raith(2008)의 주요 의의 중에 하나는 비록 대리인이 투입요소와 

결과물의 상관관계에 대한 특정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두 변수간에 

1:1 의 확실한 대응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투입요소를 적절하게 조합 혹은 투입하여도 결과물은 기대한 

수준보다 낮거나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결과물만으로 성과평가 지표를 사용할 경우 대리인은 위험에 

노출되며, 대리인이 위험회피적일 경우 그 효과는 증폭되고 대리인은 

바람직한 투입요소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투입요소를 결정하게 된다. 

투입요소 만으로 성과지표를 사용할 경우 대리인은 특정정보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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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을 가지지 못한다. Raith 모형은 이러한 상관관계 사이에서 균형점을 

도출하는 계약을 제시한다. 모형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모형의 주요 요소 

대리인의 결과물 (Y): 대리인의 행동에 의해 나타난 위임자에 대한 

결과물을 나타내며, 0 혹은 1 의 값을 가진다. 대리인의 결과물이 1 일 

확률은 θ    이며, 1 보다 작다 (             θ    ). 여기에서 a 는 

대리인이 수행하는 노력(agent’s effort)이고 θ 는 노력의 

생산성(productivity of effort)을 나타낸다. 

기술적인 불확실성(technological uncertainty): θ(노력의 생산성)은 

High(     혹은 Low(   ) 의 두가지 값을 가지며,   (θ          θ  

  )     로 가정한다. 또한,          ̅  이고          ̅  으로 

가정되는데, 파라미터  ̅ 는 노력의 기대한계수익(expected marginal benefit 

of effort)을 나타낸다.   [   ]  은 기술적인 불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즉 t 가 클수록 θ의 변화로 인한 효과가 크다. 

  에 관한 정보: 위임자는 θ의 분포는 알고 있지만 실현된 값을 

알지는 못한다. 대리인은 θ 에 대한 특정정보(specific knowledge:   

     )를 획득할 수 있다.      |         |    
     

 
 로 가정한다.   

[   ]는 대리인의 특수 정보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k 가 클수록 대리인의 

정보가 실제 노력의 생산성과 일치할 확률이 커지고 k=0 이면 대리인의 

정보는 가치가 없어진다. Raith(2008)의 주요가정은 위임자는 대리인의 

내부정보 s 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며, 대리인은 자신의 내부정보 s 를 

위임자에게 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 대리인이 자신의 

행동(a)에 대해서 위임자가 알지 못하는 특정정보( θ에 관한 정보 s)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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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효용함수: 대리인은 위험중립적이지만, 대리인의 책임은 

일정 한도로 제한된다. 즉 최악의 경우 대리인은 업무수행에 대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지라도, 추가적인 부담을 위임자에게 지지는 않는다. 이는 

결과적으로 위험회피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 대리인의 효용함수는 

       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w 는 대리인에 대한 보상이며,      는 

노력의 비용이다. 

성과측정: 대리인의 노력(a)에 대한 성과측정과 오차가 포함되는 

결과물(Y)에 대한 성과측정으로 이루어진다. Raith(2008) 모형에서 a 는 

오차없이 측정될 수 있지만 결과물 Y 는 추적가능한 변수 y 에 의해 

불완전하게 측정된다고 가정한다. ‘y’는 0 혹은 1 의 값을 가지며, 

              으로 표현된다.   [   ] 는 환경적 불확실성의 

지표(environmental uncertainty)인데, e=0 이면 성과평가지표 y 는 Y 를 

완전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e=1 이면 지표는 성과를 전혀 측정하지 못한다. 

계약: 위임자와 대리인 사이의 계약은             로 표현된다. 

즉 대리인이 취하는 행동, (a)에 대한 지표와 결과물에 대한 측정가능한 

지표(y)를 포함하여 계약을 작성한다.  

 

이러한 세팅 하에서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요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1)위임자가 계약(          을 제시하고, 대리인이 수락 혹은 거부한다. 

(2)θ가 실현된다 

(3) 대리인이 θ에 관한 정보 s 를 획득한다. 

(4) 대리인이 노력 a 를 선택한다. 

(5) 결과 Y 와 성과평가지표 y 가 실현되며, 대리인은 이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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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계약과 성질 

Raith 모형은 계산의 편의성과 사례별 차이를 피하기 위하여, 

내부해를 구할 수 있는 구간으로 분석을 제한하고 있다. 내부해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다음과 같다. 

 

(i)       ̅  
  

   
 

(ii)                [               ̅    ]    

 

(i)는     에 대한 내부해가 존재하는 구간이고, (ii)는 θ 가 1 을 

넘지 않는 구간이다.  최적계약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따라 구해진다. 

대리인은 θ에 대한 특정정보에 대한 믿음(  ̂ )로 표현되고, 내부정보 s 의 

함수임)에 근거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력수준   를 결정한다.  

 

              ( | ̂  )   
  

 
                                   2.1.1. 

 

우선 계약에 사용되는 성과평가 지표 y 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다. 

 

 (      )                       

                          

  (  
 

 
)     [  (  

 

 
)]        

 

 
               2.1.2. 

 

위의 기대값에서 대리인은 θ를 알지는 못하고 θ에 대한 믿음인 

 ̂를 바탕으로 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2.1.2. 의 식에 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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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하여  ̂ 를 사용하고 이를 2.1.1.식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은 대리인의 

최적행동을 구할 수 있다. 

 

  
 

 
[              ̂]                                         2.1.3. 

 

 ̂ 를 s 의 함수의 형태로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θ     τ   ̅  (여기에서 τ      및      (   =1 과   = -1 을 

정의함)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럴 경우 s 에 기반한 대리인의 믿음은 

 ̂          ̅  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리인이 s=1 이라는 

특수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θ    인 정보이며, 정확도      |    
     

 
 

이다.)  (θ|   )(θ)  
     

 
       ̅  

     

 
       ̅         ̅ 이다.    

 

위임자는 대리인의 행동과 θ 및 s 를 고려하여   π        를 

최대화하는 계약 파라미터          를 제시한다.  

 

           
  π                                               2.1.4. 

 

2.1.4. 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우선 π  값과 

 (θ  ) 값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π   (θ  )   (θ  )   (θ  )              [
 

 
       (θ  )]  

 [           ] (θ  )          
     

 
                       2.1.5. 

 (θ  )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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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에서 θ     τ   ̅  와  ̂          ̅를 대입하면  ( ̂θ)  

 ̅   [       (  τ )] 이다.             이므로,  ( ̂θ)   ̅  [  

        ]로 표현할 수 있다.   은 두 변수가 같은 값일 때 1 이며,   (  

τ)  
   

 
이다 (  (  τ   )  

   

 
   (  τ    )  

   

 
 ). 두 변수가 다를 

경우는 -1 이며,   (  τ)  
   

 
 이다. 따라서,   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다. 

 

       
   

 
   

   

 
                                           2.1.7. 

 

위의 사항을 종합할 경우, Y 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다. 

 [      ]  
 

 
[                       ̅]   ̅                    2.1.8. 

 

2.1.3.의 기대값      
 

 
[               ̅ ]  와 2.1.8.을 

2.1.5.에 대입하여 기대값을 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π)  [           
 

 
]  [                       ̅]   ̅  

    
 

 
[               ̅ ]  

      

 
                      2.1.9. 

 

2.1.9.의 식을         에 대해 각각 미분할 경우 아래와 같은 

최적화 계수를 얻게 되며, 이를 적용할 경우 위임자의 기대이익과 대리인의 

기대이익은 각각 다음과 같다. 

 

   
  

  

           ̅
  ,      

  
 

      
 

  

            ̅
                                         

 [π]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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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수의 지표에 확률변수를 도입하는 모형(Prendergast, 1999) 

Prendergast(1999)는 계약에 관련된 여러가지 이슈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이슈 중에서 확률변수를 도입하여 복수의 

지표를 사용하는 모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Prendergast 

(1999)는 성과평가지표를 객관적인 사항에 기반하는 객관적 지표 

(objective measure of performance)와 주관적인 사항에 기반하는 주관적 

지표 (subjective measure of performance)로 구성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실질적으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모두 확률변수를 도입하여 

성과평가지표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성과평가 지표의 

주관성에 상관없이 성과평가 측정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복수개의 지표를 

사용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모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모형의 주요 요소 

대리인의 효용함수: 대리인은 노력 e 를 행하고, 보상 w 를 받으며, 

      [         ]의 효용함수를 가진다. r 는 위험회피 정도를 나타내며, 

모형에서는      
   

 
로 가정한다. 

성과평가 지표: 대리인의 성과평가지표는 객관적 지표 (y)와 주관적 

지표 (s)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이 수식화된다. 

    α                                               2.2.1. 

    α                                               2.2.2. 

*          
  는 성과측정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이며, α는 대리인의 능력을 나타내며, 

      
  을 따르는 확률변수이다. 

 

계약: 대리인과 위임자 사이의 계약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모두 반영하여 결정된며,             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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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의사결정은 아래와 같이 대리인의 기대효용을 최대화하는 

노력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  (           
   

 
)]                            2.2.3.  

 

대리인의 의사결정은 아래와 같이 대리인의 기대효용을 최대화하는 

노력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   , α는 서로 독립인 확률변수이므로 

2.2.3.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   

=    [  (           
   

 
)]   

∭    [  (          α(     )) (α)              α             2.2.4. 

 

대리인의 노력수준(e)의 결정은 확률변수에 의한 변화와 무관하게 

           
   

 
를 최소화하는 값이다. 따라서, 노력수준에 대한 

최적의사결정은 다음과 같다. 

 

    
     

 
                                              2.2.5. 

 

  에서 대리인의 기대이익에 대한 확실성등가(Certainty 

Equivalent)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우선 적률생성함수 공식으로부터 

x 가        일 경우  [        ]             
     

 
)이다.    ,   , α  가 

정규분포를 따르며 각각 독립이므로, 2.2.4 식의 뒷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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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α(     )) (α)              α            

 ∫        
∞

 ∞
                  

 ∫        
∞

 ∞
               ∫        

∞

 ∞
α(     )  (α) α  

    (       
  

  (    )
 

 
)     (       

  
        

 

 
)  

*         (     )  
  

     (     ) 
 

 
                                2.2.6. 

 

2.2.6 과 2.2.5 를 2.2.4.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2.2.7. 

 

따라서       에 해당하는 확실성등가는 다음과 같다. 

      
(     )

 

  
   

  
   

    
   

    
  (     )

 

 
                         2.2.8. 

 

위임자의 기대이익  (  α  )은 다음과 같다. 

 

 (  α  )  
     

 
    

       
 

 
                        2.2.9. 

 

위임자의 기대이익(2.2.9)과 대리인의 확실성등가(2.2.8.)의 합을 

최대화하는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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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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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의 주요 요소  

 

본 장은 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수요의 불확실성, 판촉활동 

성과의 불확실성, 판촉활동 성과의 측정가능성, 할인계약의 형태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정의하고 논의한다. 

다른 연구와 차별화 되는 본 연구의 특징은 공급사슬 상에서 수요의 

불확실성과 판촉활동의 불확실성을 동시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일부 모형의 

경우, 판촉활동과 같은 기업의 활동은 자원의 투입과 결과의 실현에 있어서 

확실성을 가정하여 투입과 산출간에 특정한 함수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업의 여러 활동들은 복잡한 사업환경과 맞물려, 그 

결과의 실현에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된다. 위임자-대리인 모형에서는 

이러한 성과실현의 불확실성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공급사슬상에서 기업활동 

자체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수요의 불확실성은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어져 왔으며, newsvendor 

모형은 수요의 불확실한 실현을 확률변수를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수요의 

불확실성과 판촉활동의 불확실성의 주요한 차이는 변수가 내생변수이냐 혹은 

외생변수이냐 하는 것이다. 수요의 불확실성은 기업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외재적인 소비자의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외생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newsvendor 모형의 경우 기업내부의 활동 자체는 확실성을 

가정하고 있다. 판촉활동의 불확실성은 기업내부의 활동 자체가 불확실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판촉활동의 불확실성은 크게 투입인 노력의 

불확실성과 성과의 불확실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수요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준다. 요컨데, 판촉활동은 

의사결정변수이지만 수요의 변동은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환경변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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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판촉활동과 수요실현은 모두 최종 소비자의 

구매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실현된 수요가 수요자체의 

불확실성에 의한 것인지 혹은 판촉활동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인지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정불가능성은 공급사슬 상에서 개별 

기업들 간의 계약 혹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 업체 내부에서도 

개별 사업부문간에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판촉활동의 비용은 소매업자가 모두 부담하지만, 판촉활동의 결과물인 

수요증대 혹은 주문량의 증대에 따른 이익은 소매업자와 제조업체가 

나누어가지게 되는 상황이 전개된다. 

이러한 측정불가능성으로 인한 공급사슬 혹은 기업 내 사업부문 

간의 최적화 실패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기업의 판촉활동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여러가지 형태의 보너스 계약이 존재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정 주문량 이상의 주문에 대해 할인을 실시하는 

할인계약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3.1. 수요의 불확실성 

 

시장수요의 불확실성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깊이 있게 분석해 

왔다. 시장수요의 불확실성을 다루는 대표적인 모형으로서, Newsvendor 

모형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실현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모형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Newsvendor 모형에 

성과실현의 불확실성을 추가하여, 판촉활동의 불확실성과 수요의 불확실성을 

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기업의 최적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한다. 

시장의 수요, D 는 일반적인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시장수요의 평균은   로 가정하며, 수요의 확률밀도함수를      , 누적 

확률밀도함수를     로 표시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시장의 수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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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의 의사결정변수인 판매가격(p)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D(p) 라고 

할 수 있다.  

소매업자의 입장에서 실현되는 총수요(   )는 수요의 불확실성에 

의해 실현되는 부분(D)와 다음 절에 설명할 판촉활동의 효과(Y)로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유효수요는 소매업자의 판촉활동으로 인한 

부분과 일반적인 수요실현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즉        가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총수요에 있어서 수요의 불확실성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D)와 

판촉활동의 효과(Y)의 관계는 여러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지만, 크게 

가산적인 경우와 승수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판촉활동이 성공할 

경우 α만큼 수요가 증가하고, 판촉활동이 실패할 경우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이항적인(binary) 경우를 상정하자. 가산적 관계에서는 판촉활동이 

성공할 경우의 유효수요는 D+Y = D +   이며, 실패할 경우는 D+Y = D 

이다.  

승수적 관계의 경우에는 판촉활동이 성공할 경우에는 최종수요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실현되는 수요의 일정 비율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장수요가 D 라고 가정할 경우, 승수적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수요는 D*(1+Y)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매가격이 외부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판촉활동 효과의 가산성을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 8 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총수요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D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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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판촉활동 성과의 불확실성 

 

본 연구는 기업이 특정한 행동을 실행하였을지라도 결과의 실현이 

불확실하게 나타날 경우를 주요 연구주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특정한 행동은 소비자에 대한 소매업체의 판촉활동이다. 

판촉활동은 ‘서비스나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단기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예로서 쿠폰, 리베이트, 상점 내 단기 

할인, 광고, 상품 진열 등을 들 수 있다. 금전적 판촉활동은 가격 경쟁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비금전적 판촉활동은 고객에게 특수한 효용을 

제공한다.  

Chandon et al.(2000)은 판촉활동이 고객에 대해서 여섯가지 형태의 

효용들을 창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여섯가지 형태의 효용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쾌락적 가치(hedonic benefit)는 

가치표현의 기회, 유흥, 탐구와 관련된 가치로서, 비금전적 판촉활동이 

효과적이다. 기능적 가치(utilitarian benefit)는 절약, 높은 제품 품질, 쇼핑 

편의성 등으로서, 금전적 판촉활동이 효과적이다. Chandon et al.(2000)은 

제품의 성질과 브랜드의 가치에 따라 상이한 형태의 판촉활동을 실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판촉활동은 금전적 판촉활동이 아닌 비금전적 

판촉활동으로서, 노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요(effort-dependent 

demand)의 형태로 모형화한다. 이러한 노력들의 예로서, 광고, 서비스 품질, 

상점 배열, 판촉사원의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Taylor(2002),Gerchak & 

Parlar(1987), Rao(1990) 등의 연구에서 판촉활동 노력과 매출 증가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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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활동 비용의 형태에 대해서는 마케팅 문헌들을 중심으로 

판촉활동 노력을 판촉사원의 노력 등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즉. 사원의 

금전적 보상에 대한 한계 효용함수가 감소한다는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convex 형태의 비용함수를 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판촉활동 

비용함수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본 연구는 

판촉활동 비용함수의 형태에 대한 가정을 배제하고 보다 포괄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판촉활동 비용함수의 형태를 일반형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판촉활동은 다음과 같이 모형화한다. 소매업체는 

판촉활동을 실행할 경우 매출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소매업체의 

판촉활동과 매출증대의 관계는 확정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며, 둘 사이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즉 소매업체가 판촉활동을 실행하였을지라도 그 

효과가 실현되지 않고 매출이 증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소매업체가 적정수준 이하의 판촉활동을 실행하였을 지라도,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판촉활동 실행시의 성과실현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소매업자는 특정수준의 판촉활동 노력, ‘e’를 실행한다. 판촉활동과 

관련된 비용,     , 는 여러 가지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판촉활동 

비용함수의 형태는 판촉사원의 활용과 관련된 마케팅연구에서 연구되어왔다 

(Basu et al., 1985;, Lal & Srinivasan, 1993; Rao, 1990; Taylor, 2002).  

판촉활동과 매출 증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로 나타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Raith(2008)의 방법을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판촉활동의 

불확실성을 모형화한다. 소매업자의 판촉활동으로 인해, 확률적으로 

최종수요가 α 만큼 증가하거나, 혹은 수요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판촉활동으로 인한 최종수요의 증가분인   는 α 혹은 0 의 두 가지 값만을 

가지게 된다. 이는 수요의 확률밀도함수      가 판촉활동의 효과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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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으로 이동하는 효과와 동일하다. 판촉활동이 효과를 나타낼 확률은 

다음과 같다. 

 

   (  α )       θ       

 

여기에서 θ  는 판촉활동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매개변수 

(parameter)이다. θ 가 높을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판촉활동(e) 만으로도 

판촉활동이 성공할 확률이 커지며, θ 가 낮을 경우에는 판촉활동이 성공할 

확률이 낮아진다. 판촉활동이 성공할 확률은 1 보다 작아야 하므로 θ    과 

1 중에 낮은 값이 판촉활동이 성공할 확률이 된다. 이렇게 성과실현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방법은 기존의 연구들(Raith, 2008)에서 사용되어 

왔다. 

3.1 과 3.2 에서 제시되는 주요 기호들은 다음과 같다. 

 

표 3.1. 모형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호 

 
기 호 설 명 

의사결정 

변수 

 q  소매업자의 주문량 ** 

 e 소매업자의 판촉활동 노력 수준** 

 T 
제조업체의 의사결정 변수. 할인 계약 시 할인이  

시작되는 시작점 (Threshold)  

 b 
제조업체의 의사결정 변수. T 를 초과하는 주문에 대한 

단위당 보너스 금액 

파라미터* 

 p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 

 w 제조업체가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단위당 가격 

 s 제품 한 단위당 재고 처분 금액 (salvage cost) 

    제조업체의 제품 단위당 생산 원가 

    판촉활동 노력의 1 단위당 비용 

   판촉활동 노력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변수 

α  판촉활동이 성공할 경우 매출액의 증가량 

*: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함 

**: 해당 변수들은 최선해의 경우 회사 자체의 주문량과 판촉활동 노력수준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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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D 매출액으로서, pdf 는     , cdf 는      로 표시됨 

Y 
판촉활동의 효과로서 확률변수. 성공시 α 만큼 매출액 증가.  

실패시 매출액에 효과 무 

    판촉활동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 정의된 변수 

     최선해의 경우 판촉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의 기업이익 

     최선해의 경우 판촉활동을 고려한 모형에서의 기업의 이익 

     판촉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서의 소매업자의 이익 

     판촉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서의 제조업체의 이익 

     판촉활동을 고려하는 모형에서의 소매업자의 이익 

     판촉활동을 고려하는 모형에서의 제조업체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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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판촉활동과 관련된 측정가능성 

 

판촉활동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투입요소로서 판촉활동 노력의 양을 들 수 있다. 또한 

산출요소로서 판촉활동으로 인한 수요 증가를 들 수 있다. 본 절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측정가능성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1) 판촉활동을 위한 노력의 양(e)의 측정가능성 

판촉활동 노력의 정도는 소매업자의 여러 업무들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조업체가 직접적으로 관측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백화점의 

총무처 직원이 특정제품의 판촉활동에 동원되었을 경우, 이 직원의 인건비를 

모두 판촉활동 비용으로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판촉활동의 시기와 정도는 소매업자의 영업 노하우에 

속하는 것으로서, 소매업자가 적절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최종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소매업자는 고객에 대한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판촉활동을 

시행할 경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데, 소매업자가 노력의 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관측이 

불가능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판촉활동과 관련된 정보가 

기업 고유의 영업 노하우일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유인이 발생한다. 

또는, 직관적/주관적으로는 파악이 가능할 지라도, 법적으로 제조업체에게 

판촉활동을 위한 노력의 양을 증명할 수 없으면 관측불가능한 상황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혹은, 판촉활동관련 노력의 양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지라도, 

측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에는 이를 측정하지 않는 것이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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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CCTV 를 통해 백화점 앞 거리에서의 

판매량을 파악할 수 있을 지라도, CCTV 의 유지비용이 판촉활동으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면 측정을 하지 않는 것이 기업에 더욱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촉활동의 노력 수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제조업체와 

소매업자가 계약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소매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조업체와의 계약을 악용할 소지도 존재한다. 설령 특정한 

판촉활동들을 계약하더라도 소매업자가 계약상의 판촉활동을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부 문헌에서는 관계계약(Relational 

contract; Gibbons, 2005)이나 Compliance regime4(Forced vs. Voluntary, 

Cachon & Lariviere, 2001) 등의 논의를 통해서 계약상의 행위들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판촉활동의 노력의 정도 자체는 제조업체가 측정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2) 판촉활동 성과 (Y )의 측정가능성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최종적인 총수요는 판촉활동과 일반매출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판촉활동의 결과만을 분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판촉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공급사슬의 주체들이 판촉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판촉활동으로 인한 단위와 매출단위가 상이하거나, 

                                                 
4
 예를 들어, 제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추가금액 지급을 약속할 경우, 추가금액을 

수령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적절하게 품질관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급사슬계약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적인 강제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 예외적으로 Cachon & Lariviere(2001)은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데, 공급사슬 

계약에서 법적으로(혹은 여하한 방법으로) 강제가 가능한 계약사항을 forced compliance 로 

정의하고 있다. Voluntary compliance 는 상대방의 인센티브 상황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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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구간이 제한적인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판촉활동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판촉활동의 노력 

정도와 성과 모두에 대한 확정적 추론이 불가능한 상황을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력과 성과의 관계에 확률변수를 도입하고, 성과의 측정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매출실현의 구간을 적절하게 설정하는(즉, 매출의 상한이 

무한대) 모형을 구성한다. 이러한 모형을 통해 소매업체의 판촉활동 노력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계약을 분석한다. 

 

3.4. 판촉활동에 관한 할인계약 

 

공급사슬에서 기업들간에 적절한 조정과정 없이 개별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경우 공급사슬 전체의 이익이 감소하는 이른바 ‘double 

marginalization’ 은 잘 알려진 현상이다. 또한, 판촉활동에 대해서는, 

판촉활동의 행위 및 결과의 측정불가능성으로 인해 소매업자가 판촉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소매업자는 공급사슬 

상의 최적 판촉활동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판촉활동을 실행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소매업자에게 적절한 보너스를 

지급하여 소매업자의 판촉활동의 수준을 높이고, 소매업자의 주문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할인계약에 대해 많은 문헌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수량 

할인(quantity discount)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으로서, 판매 리베이트 

계약(sales rebate)이 존재한다. 수량 할인에서는 특정 수량 이상 주문 시에 

전체 수량에 대해 일괄적으로 할인을 실시하는 전체 할인(all units)과 특정 

수량 이상에 대해서만 할인을 실시하는 증분 할인 (incrementa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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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수량 할인 연구에서는 주로 주어진 할인계약 하에서 소매업자의 

주문량 최적화를 분석하고 있다 (Altintas et al. 08; Shin & Benton, 07; 

Tsai, 07; Zhang & Ma, 09). 판매 리베이트 계약에서는 주로 기준점 

(threshold)이상의 주문량에 보너스(b)를 적용하는 증분 할인 (incremental 

discount)을 다루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할인계약과 유사하며, 

Taylor(2002)와 Chiu et al.(2011)가 이러한 형태를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할인계약 연구들이 확실성(deterministic demand)의 가정 

하(EOQ 상황 등)에 다양한 discount schedule 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연구(Shin & Benton, 07)하고 있다. 일부 문헌에서 Newsvendor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수요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Zhang & 

Ma, 2009; Shin & Benton, 2007; Altintas et al., 2008).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외부적인 불확실성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소매업체 내부의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하나의 예외로서, Corbett & 

Groote(2000)의 경우 비대칭 정보를 통한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연구하고 

있지만, 외부 수요가 deterministic demand 를 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할인계약에서 판촉활동과 같은 기업내부의 활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기업 

외부에서 주어지는 불확실성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연구들은 드물다고 할 

수 있으며, 표 3.2.는 각 문헌들간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할인 계약의 일환으로, 소매업자가 특정 수량 이상을 주문할 경우에 

제조업체가 추가 주문량에 대해 할인을 실시하는 방안이 존재한다. 수량 

할인 방식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과실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공급사슬의 왜곡을 완화할 계약으로 다음의 보너스 

계약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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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계약은 실현된 수요에 상관없이 소매업자가 주문한 수량이 

사전적으로 설정된 기준치(T)이상일 경우, 추가수량에 대해 제조업체가 

소매업자에게 b 의 할인(단위당)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 

판촉활동의 결과나 수요의 실현과 상관없이 소매업자의 주문수량에 의해서만 

할인이 결정된다. 

 

표 3.2. 할인계약관련 연구들과 본 연구와의 차이점 

 
수요 

불확실성 

성과 

불확실성 

회사간의 

협상* 

Shin & Benton (2007) O X O 

Altintas et al. (2008) O X O 

Zhang & Ma (2009) O X X 

Corbett & Groote (2000) X   ** O 

본 연구 O O O 

*회사간의 협상은 연구의 대상이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의사결정들을 모두를 포함하느냐 

혹은 소매업자의 입장만을 반영하느냐의 나타냄 

**Corbett & Groote(2000)의 경우 정보비대칭성의 가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으로서, 실제적으로 성과실현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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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선해(the first best solution)에서의 의사결정 

 

4 장에서는 일반적인 공급사슬이 아닌 전체 최적의 상황하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촉활동을 실시한다는 가정하에서 최적 생산량(혹은 

주문량)과 최적 판촉활동수준의 결정에 대해 분석한다. 일반적인 공급사슬의 

경우, 제조업체가 제품을 생산하며, 소매업자가 판촉활동을 실시한다. 

공급사슬의 상황에서는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인해 개별 기업들이 부분 

최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공급사슬의 의사결정이 전체최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체최적의 상황은 문헌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단일회사(single firm)의 의사결정은 전체 최적의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혹은 중앙집중화된 시스템(centralized system)은 분권화된 시스템 

(decentralized system)에 비해 전체최적의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체 최적의 상황을 이룰 수 있는 의사결정들을 최선해(the first 

best solution)라고 정의한다. 최선해를 달성할 수 없지만 개별기업의 

의사결정으로 부분최적을 이루는 의사결정을 차선해(the second best 

solution)라고 정의한다. 공급사슬 계약과 관련하여, 전체 최적을 이루는 

단일회사의 의사결정 혹은 조정된 공급사슬의 의사결정을 최선해라 할 수 

있으며, 조정되지 않은 공급사슬의 의사결정을 차선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공급사슬에서의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최선해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분석한다. 이는 단일회사의 의사결정 혹은 

중앙집중화된 시스템에서의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 분석되는 

사항들은 공급사슬과 같이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는 단일회사 

혹은 중앙집중화된 의사결정체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본 장에서 분석된 

사항들은 공급사슬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비교를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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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대이익의 유도 

 

본 항목은 제조업체와 소매업체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기업일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성과평가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촉활동이 매출증대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최적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은 통합된 의사결정 하에서 

공급사슬의 최적 의사결정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체와 소매업체가 

분리된 상황은 다음 장에서 분석한다. 

제조업체와 소매업자가 분리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기업은 

다음과 같이 기대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 

 

                [          ]     [        ]            4.1.1 

 

          는 최종 고객에게 판매된 수량이며,          

             은 재고량을 의미한다.                     

   이므로, 기업의 기대이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        ]            

             [        ]     [        ]             

 

  (  α )       θ      에서 판촉활동은 θ   의 확률로 효과를 

나타내어 판매량은    α 가 된다. 또한, (1- θ   )의 확률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해 판매량은  가 된다. 판촉활동이 성공하여 효과를 나타낼 경우 

기업의 기대이익은   (   |  α) 라고 표시한다. 판촉활동이 실패하여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기업의 기대이익은      |     라고 표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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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베이즈의 정리(Bayes’ Rule)를 이용하여, 기업의 기대이익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θ     (   |  α)  (  θ   )       |               4.1.2. 

 

      임을 고려할 때,  (   |  α)와      |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우선      |    는 비용이 g(e) 만큼 추가로 

소요되었지만 판매수익의 측면에서는 판촉활동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의 

기대이익       과 동일하다. 

 

     |                                                      4.1.3. 

 

 (   |  α)의 경우, 기업의 판매량인 유효수요는 시장수요인 D 와 

판촉활동의 결과물인   α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장수요(D)가 q-  α 

보다 클 경우에는 판매의 기회비용(     )이 발생하고, q-  α보다 작을 

경우에는 재고가 발생한다.  (   |  α)는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   |  α)     (  α)     [(  α  )
 
]     [(    α)

 
]  

             

   (  α)    ∫ (  α  )      
∞

  α
    

   ∫ (    α)    
  α

 
                

   (  α)    ∫ (  α  )      
∞

  α
    

   ∫ (    α)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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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α)    (α  ){   (  α)}    ∫       
∞

  α
    

   (  α)   (  α)    ∫       
  α

 
               

         α       (  α)           (  α)  

   ∫       
∞

  α
     ∫       

  α

 
              

         α       (  α)           (  α)  

      ∫       
  α

 
      ∫       

  α

 
              

                 (  α)        ∫       
  α

 
    

            

 

   (   |  α)와      |    의 차이인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는 판촉활동의 실현으로 인해 변화하는 기업의 수익을 보정하는 

역할을 한다. 

 

    (   |  α)       |      

                           ∫  
   

 
        ∫  

 

 
          

                           ∫  
 

   
          

      [                     

 {                    ∫     
 

   
  }]  

=       ∫     
 

  α
                                          4.1.4 

  

4.1.2., 4.1.3, 4.1.4.를 이용하면 판촉활동을 반영한 기업의 

기대이익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θ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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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촉활동이 효과가 있을 경우와 효과가 없을 경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 판촉활동의 효과가 없을 경우:               

 

 

그림 4.2. 판촉활동의 효과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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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해에서 성과실현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판촉활동을 고려할 

경우, 4.2.5.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을 유도할 수 있다. 

 

                [          ]     [        ]            

s.t.     ,      ,   
 

 
  

 

 위의 목적함수에서 기대이익을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      
 

 
              

           ∫     
 

  α
                             4.1.6.  



-47- 

4.2. 최적해 유도를 위한 방법론 

 

앞에서 제시된 목적함수를 최대화하는 최적해 유도에 앞서 최적해 

유도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론을 간략하게 기술한다(Avriel, 1976; Bazaraa 

& Shetty, 1979; Cameron, 1985; Green, 2002). 아래에서 제시된 방법론 

중에서, 복수개의 변수이고 등호 및 부등호 제약이 존재하는 방법(iv)을 

사용하여 다음절에서 최적해를 유도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최적값(optimum)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은 

(1)범위의 가장자리, (2)미분불가능점, (3)           인   이다.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최적값을 구할 수 있다. 우선 

(1)의 경우 Kuhn-Tucker 조건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다. (2)의 경우에는 

ad hoc 적인 방법론에 의한 탐색만이 가능하다. (3)의 경우는 극점으로서, 

gradient 방정식을 풀어 유도할 수 있으며, Hessian 매트릭스      의 

확인을 통해   가 극소값(local minimum)인지 극대값(local maximum)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제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4 가지의 최적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s.t.       ,         

 

(i) 단일변수의 경우(비제약조건일 경우)  

(1)        을 구하여   의 후보를 탐색 

(2)          이면   는 극소값.          이면   는 극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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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볼록함수(convex function)이면, 극소값은  전체최소값 

(global minimum).     가 오목함수(concave function)이면, 

극대값은  전체최대값(global maximum) 

 

(ii) 복수개의 변수일 경우(비제약조건일 경우) 

(1)         을 구하여   의 후보를 탐색 

(2)      이 양정치행렬(positive definite matrix) 이면,   는 극소값. 

     이 음정치행렬(negative definite matrix) 이면,   는 극대값. 

(3)     가 볼록함수 (convex function)이면, 극소값은 전체 최소값. 

    가 오목함수(concave function)이면, 극대값은 전체 최대값 

 

(iii) 복수개의 변수일 경우(등호 제약의 경우) 

(1) 라그랑지안             ∑               을 구함 

(2)          을 풀어   ,   의 후보를 탐색 

(3) 최적값(optimum)이 존재한다면,   중 최선의 점이 최적값 

 

(iv) 복수개의 변수일 경우(등호 및 부등호 제약의 경우) 

(1) 일반형으로 문제를 서술(최대화 및   제약조건) 

(2)             ∑                ∑               을 구함 

(3) 다음의 식을 통해   ,   ,    의 후보를 구함 

      ∑            ∑               

         ,         ,    (        )   ,      

(4) 최적값이 존재할 경우,    중에서 최선의 값이 최적값 

(5)     가 오목(concave) &      가 선형(linear) &      가 볼록 

(convex)일 경우, 모든   가 최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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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최적화 조건 

 

본 문제의 목적함수는 복수개의 변수(주문량, 판촉활동 수준)를 

의사결정 변수로 하며, 주문량과 노력수준의 구간에 대한 등호 및 부등호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앞에서 제시된 방법 중에서 (iv)을 적용하여 

최적해를 구할 수 있다. 

우선 다음과 같은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이 존재한다. 

 

                                    ∫      
 

 
        

               ∫     
 

  α
      

s.t.     ,      ,   
 

 
  

 

 위의 문제에서 제약조건을 고려한 라그랑지안은             

∑                ∑               이다. 본 문제에서 등식제약조건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                부분은 제거된다. 부등호제약조건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따라서, 최종적으로 라그랑지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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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의 필요조건은 크게 4 가지의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1) 

정상성(stationarity), (2) 원본 실행가능성(primal feasibility), (3) 쌍대 

실행가능성(Dual feasibility), (4) 상보여유 (complementary slackness). 

우선 정상성 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α
           

)   
 
 
   

  

원본 실행가능성과 쌍대 실행가능성은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상보여유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본 문제에서 상보여유 조건에 따라 최적해의 후보는      가지의 

형태로 분석할 수 있다.  

 

(1)                                  
 

 
  

이 경우 최적해는 제약조건에 해당하는 경계치에 존재하지 않고, 

아래의 수식을 만족하는 지점에 존재한다.  

   (
                                       

               ∫     
 

  α
   

)   
 
 
   



-51- 

(2)                                  
 

 
  

이 경우, 주문량 q 의 값은 0 으로 제약되며, 라그랑지언은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
                                           

               ∫     
 

  α
   

)   
 
 
   

 

(3)                                  
 

 
  

이 경우, 판촉활동 노력 e 는 0 으로 나타난다.  최적해는 아래의 

수식을 만족하는 지점에 존재한다. 본 문제는 판촉활동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분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
                                       

               ∫     
 

  α
       

)   
 
 
   

 

(4)                                  
 

 
  

위의 상황은 판촉활동을 최고 수준으로 고정한 뒤에 주문량을 

결정하는 상황이다. 최적해를 위한 정상성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          ∫     

 

  α
       

)   
 
 
   

 

(5)                                  
 

 
  

위의 상황은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을 모두 0 으로 고정한 상황이다. 

정상성 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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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의 상황은 주문량은 0 으로 판촉활동 수준은 최대치인 
 

 
로 고정한 

상황이다. 정상성 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α
      

)   
 
 
   

 

(7)                                  
 

 
  

위의 상황은 판촉수준이 0 과 
 

 
로 고정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판촉수준은 하나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위의 상황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부분은 불능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상황은 노력수준이 

일반적인 부등호 제약이 아닌 구간을 나타내는 제약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구간 제약을 나타내는 몇 가지 모형방법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Bazara & Shetty(1979)에 따라 두 가지의 제약식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모형화 하였다. 

 

(8)                                  
 

 
  

본 항목은 주문량은 0 으로, 판촉활동은 0 과 
 

 
로 고정하는 상황이다. 

위의 (7)에서 설명한 대로, 이 상황은 가상적 상황이고, 실제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불능으로 간주한다.  

 

 위에서 설명한 상보여유 조건에 의한 8 가지 형태의 최적화 의사결정 

후보를 간략하게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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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상보여유 조건에 의한 최적화 후보: 최적해의 경우 

상보여유조건 의사결정 지점 해 석 

                               
 

 
  비제약 최적화와 유사 

                               
 

 
  

주문량은 없고 판촉활동만 

실시 

                                
 

 
  

판촉활동을 고려하지 

않은의사결정 

                                
 

 
  

판촉활동을 최대치로 할 

경우 

                               
 

 
  

주문량과 판촉활동이 모두 

없음 

                               
 

 
  

주문량은 없고, 판촉활동만 

최대 
                    불능 불능 

                    불능 불능 

 

 최적화의 충분 조건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진다. 

(1)       가 오목함수 

(2)       (부등호 제약식)이 볼록함수(convex function) 

 

 위의 두 가지 요소에서 (1)은 극점에서 Hessian 매트릭스      가 

음정치 (negative definite) 인지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2)에 대해서는 

본 문제에서 제시되는 부등호 제약식은 선형이다. 선형함수는 볼록 함수에 

속하므로, (2)의 조건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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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급사슬에서의 의사결정 

 

4 장은 제조업체와 소매업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조정된 

의사결정구조를 가진다는 가정하에서 최적 주문량과 최적 판촉활동수준의 

결정을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제조업체와 소매업자가 분리된 일반적인 

공급사슬의 경우를 상정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우선 공급사슬에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체가 존재한다.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체는 자신의 기대이익을 최대화하는 계약을 제시한다. 

계약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도매계약의 경우 도매가격, 할인계약의 경우 

할인율과 기준주문량 등)가 제조업체의 의사결정변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소매업자는 제시된 계약에 따라 자신의 기대이익을 최대화하는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을 결정한다.  

Stackelberg 방법에 따라 의사결정 변수의 값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를 적용한다. 첫째, 소매업자는 

제조업체로부터 계약이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기대이익을 최대화하는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을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은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계약관련변수의 함수 형태로 표시된다. 제조업체는 

자신의 의사결정 변수인 계약관련 변수의 함수로 표시된 소매업자의 

주문량을 통해 자신의 기대이익을 최대화하는 계약관련 변수들을 결정한다. 

이러한 형태는 위임자-대리인 모형과 유사한데, 소매업체는 대리인의 

역할을 맡고, 제조업체는 위임자의 역할을 맡는다. 

본 장에서는 할인계약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공급사슬의 

의사결정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이 후에 할인계약을 사용할 경우의 

공급사슬의 의사결정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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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할인계약이 없을 경우 

 

판촉활동을 고려할 경우, 판촉활동 수준의 결정과 더불어 소매업자의 

의사결정인 주문량도 변화하게 된다. 최선해의 경우와는 달리, 공급사슬에서 

제조업체와 소매업자가 분리되어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제조업체와 

소매업자의 기대이익은 각각 다음과 같다. 

 

          [          ]     [        ]                5.1.1 

                                                            5.1.2 

 

일반적인 도매계약(wholesale contract)을 사용할 경우, 공급사슬 

상에서의 최적 의사결정은 Stackelberg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우선 소매업자는 매출업자의 의사결정인 도매가격(w)를 주어진 

변수로 가정하고, 자신의 기대이익을 극대화하는 q(주문량)를 w 의 함수 

형태로 결정한다. 제조업체는 w 의 형태로 이루어진 q 에 근거하여, 자신의 

기대이익을 극대화하는 w 를 결정한다.  

소매업자의 입장에서 최적 주문량의 결정은 최선해에서의 최적 

생산량 의사결정과 유사하지만, 최선해의 비용인    대신 단위당 

구입가격인 w 를 비용으로 사용하여 최적 주문량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공급사슬 상에서의 최적 의사결정과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에는 주요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소매업자와 제조업체 사이의 계약관련 변수인 w 의 결정에 대해서는 

크게 (1) w 를 의사결정변수로 두고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결정들을 

최적화하는 지점을 결정하는 방법(Prendergast, 1999; Gibbons, 2005; 

Raith, 2008)과 (2) w 를 계약관련 파리미터로 두고 확정적인 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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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지 않는 방법 (Taylor, 2002; Cachon & Lariviere, 2005; Cachon & 

Kok, 2010; Chiu et al., 2010)이 존재한다. 첫번째 방법은 게임이론의 기본 

모형과 계약이론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소매업자는 제조업체의 

w 를 바탕으로 하여 주문량 q 를 결정하고, 제조업체는 소매업자의 q 에 대한 

의사결정을 고려하여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w 를 제시한다. 두번째 

방법은 공급사슬 계약 관련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어떠한 계약이 

제시될 경우 그 계약형태 하에서 소매업자의 의사결정이 공급사슬을 

최적화하는 의사결정인지에 대한 여부만 판단하고, 계약관련 변수들과 그로 

인한 이익의 배분에 대해 구체적인 해를 구하지 않는다. 그 대신 계약관련 

변수들의 특정 구간에서 자의적 배분(arbitrary splitting)이 가능한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의적 배분의 의미는 특정 형태의 계약을 사용할 경우에 일반 

도매계약(wholesale contract)보다 소매업자나 제조업체 모두의 이익이 

증가하는 지점이 존재하며, 공급사슬의 이익증대로 인한 이익배분에 관한 

협상(계약관련 변수의 확정)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Cachon & 

Lariviere(2005)의 수익공유 계약에서, 소매업자의 주문량 의사결정은 

공급사슬 전체를 최적화시키는 주문량 의사결정과 동일하므로, 공급사슬을 

조정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소매업자와 제조업체 간의 구체적 수익 공유 

비율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도매계약에 비해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이익이 

모두 증가하는 수익공유비율의 구간이 존재하며, 구체적 공유비율의 결정은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제조업체는 

수익공유비율의 결정에 있어서, 소매업자와 제조업체 모두 일반도매계약을 

사용할 때보다 높은 이익을 보이는 수익공유비율을 결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수익공유비율의 결정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지 않다. 

몇몇 공급사슬계약의 가정에도 불구하고, w 의 결정은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협상과 이익배분을 결정하는 주요한 의사결정 변수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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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5.1.에서는 제조업체의 최적 w 의사결정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할인계약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5.2 에서는 5.1 의 프로세스를 통해 

w 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보고, 할인계약과 관련된 제조업체 의사결정변수 

(보너스 금액, 기준 주문량)를 추가할 경우에 변화하는 상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w, b, T 를 동시에 고려하는 의사결정은 8.1 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1) 소매업자의 의사결정 

 

소매업자는 w 가 주어진 것으로 보고 주문수량 q 와 노력 수준 e 를 

결정하며, 다음과 같이 기대이익을 최대화하려 한다. 

 

                [          ]     [        ]           

s.t.      ,      ,   
 

 
  

 

최선해일 경우와 비교할 때, 소매업자의 의사결정은 제품의 

생산가격인   대신 w 를 사용한 것과 유사하다. 식 4.1.2., 4.1.3., 4.1.5. 에 

공급사슬의 도매가격인 w 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기대이익을 구할 수 

있다. 

 

       θ     (   |  α)  (  θ   )       |       

     |                   

    (   |  α)       |           ∫     
 

  α
     

                    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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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업자의 기대이익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      
 

 
             

           ∫     
 

  α
      

 

4 장에서 유도한 최선해의 최적 의사결정과 유사하게 공급사슬에서의 

소매업자의 최적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우선 

라그랑지언은 다음과 같다. 

 

                                       ∫      
 

 

       

                ∫     
 

  α

   

                          
 

 
       

 

위의 식에 대응하는 최적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은 각각 다음과 

같다. 

 

최적화 필요조건 

                                                

                 ∫     
 

  α
                 

       ,        ,      
 

 
      (complementa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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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충분조건 

      가 오목함수:      가 음정치(negative definite) 

      (부등호 제약식)이 볼록함수(convex function): 제약식이 선형이므로 

볼록함수임 

 

(2) 제조업자의 의사결정 

 본 절에서는 제조업체가 w 를 고려할 경우 발생하는 상황을 분석해 

본다. 제조업자는 소매업자가 w 를 고려하여 q 와 e 를 결정할 것을 기대하고 

다음과 같은 목적함수를 최대화시키는 w 를 결정한다. 소매업자의 

의사결정변수들인 주문량(   과 판촉활동 수준(   )은 도매가격 w 의 영향을 

받는 함수이다. 제조업체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이므로, 제조업체는   을 고려하여 w 를 결정한다. 소매업자의 판촉활동은 

주문량에 대한 효과를 통해 제조업체의 이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제조업체의 기대이익 최대화의 필요조건(1 계 조건) 및 

충분조건(2 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5.1.6 

        

      
    

    
   

  
 

   

  
    

    

                             5.1.7 

 

5.2. 할인계약의 경우 

 

앞의 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판촉활동을 반영할 경우에는 

판촉활동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소매업체의 판촉활동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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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체의 주문량이 증가한다. 그러나, 판촉활동의 불확실성과 

도매가격 w 의 설정으로 인해 공급사슬 최적화를 위한 판촉활동과 

주문량에는 미치지 못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제조업체가 소매업자에게 특정 수량 이상을 주문할 

경우 할인을 실시하는 보상방안을 통하여, 소매업자가 더 많은 판촉활동을 

실행하고, 더 많은 수량을 주문하도록 촉진하는 계약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분석한다. 3 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보너스 계약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5.2.1 

 

위의 보너스 계약의 의미는 소매업자가 기준치(T) 이상을 주문할 

경우 목표 주문량 이상의 주문량에 대해 단위당 b 의 할인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너스를 실시함으로써, 제조업체는 소매업자가 보다 많은 

판촉활동과 제품을 주문하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보너스가 너무 클 경우 오히려 기업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너스의 크기와 목표주문량 간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적정한 보너스 

금액과 기준치를 유도해보고, 이러한 보너스가 공급사슬의 최적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본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할인계약의 경우에는 우선 w 가 상호간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b 와 T 의 계산에서는 w 는 고정된 것으로 본다고 

가정한다. w, b, T 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는 8.1.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할인계약이 존재할 경우 공급사슬 의사결정의 주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매업자는 제조업체로부터 할인율 b 와 기준치 T 가 주어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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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자신의 기대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주문량 q 와 판촉활동 수준 

e 를 결정한다.  

할인계약은 소매업자가 기준치 이상을 주문할 경우에 기준치 이상의 

주문에 대해 단위당 b 만큼 할인을 받는 방식이므로, 소매업자의 구매원가는 

기준치를 중심으로 하여 꺾어진 형태를 취한다. 즉, 기준점을 중심으로 하여, 

기준점보다 작은 주문량에서는 단위당 w 의 구입비용이 적용된다. 그러나 

기준점 보다 큰 주문량에서는 기준점까지의 주문에는 단위당 w 의 비용이 

적용되고, 기준점 이상의 추가 수량에 대해서는 단위당 w-b 의 비용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할인계약이 존재할 경우, 소매업자의 구매원가는 

꺾어진(kinked) 함수의 형태를 취하므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하다. 

이러한 함수에서 최적해를 위한 조건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소매업자의 기대이익을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q<T 인 구간에서는 할인이 존재하지 않지만, 

q>T 인 구간에서는 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소매업자의 기대이익 함수는 

T 에서 연속이지만 꺾이는 형태를 가진다. 두 개의 구간은 연속이므로, 

기준점인 T 를 양쪽 구간에 포함하여     와    의 두 개의 구간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 구간을 Case 1 이라 정의하며, 이 

구간에서 소매업자의 기대이익을 최대화하는 의사결정을        로 

정의한다.     인 구간은 Case 2 라고 정의하며, 이 구간에서의 의사결정을 

        로 정의한다. 

소매업자는 두 가지의 의사결정 중에서 자신의 기대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선택한다. 즉 최종적인 소매업자의 의사결정         는 

                              을 제공하는 주문량과 판촉활동 노력수준이다. 

 

우선 상기 보너스 계약 하에서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기대이익은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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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5.2.2. 

                                                      5.2.3.   

 

(1) 소매업자의 의사결정 

 

소매업자의 기대이익은 구간에 따라 변화한다. 즉 소매업자의 

주문량 q 가 목표 주문량 T 와 비교하여 작을 경우(case 1)와 클 경우(case 

2)에 소매업자 기대이익의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소매업자의 의사결정 

변수인 주문량과 노력수준은                  로서,             과 

             중에 높은 기대이익을 가지는 주문량과 노력수준을 선택하게 

된다. 

 

Case 1: 소매업자의 주문량이 기준주문량보다 작을 경우      의 결정 

 

case 1 의 경우, 소매업자는 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할인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와 유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주문량 q 가 목표주문량 T 보다 작다는 추가제약이 존재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매업자의 의사결정을 유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매업자의 목적함수 

                [          ]     [        ]           

s.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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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그랑지언 함수 

                                          ∫      
 

 
       

               ∫     
 

  α
                           

(
 

 
  )               

 

최적화 필요조건 

                                                  

                 ∫     
 

  α
               

       ,        ,      
 

 
     ,            (complementarity) 

     ,     
 

 
 

                   

 

최적화 충분조건 

      가 오목함수:      가 음정치(negative definite) 

      (부등호 제약식)이 볼록함수(convex function): 제약식이 선형이므로 

볼록함수임 

 

위에서 유도된 최적화 필요조건은 상보여유 조건에 따라       

가지의 형태로 분석이 가능하다. 표 4.1.에 제시된 8 가지 조건에서 

           의 상황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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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상보여유 조건에 의한 최적화 후보: 공급사슬의 경우 

상보여유조건 의사결정 지점 해 석 

                                       
 

 
      

비제약 최적화와 

유사 

                                     
 

 
       판촉활동만 실시 

                                      
 

 
      판촉활동 무 

                                      
 

 
      판촉활동을 최대치 

                                     
 

 
      

주문량, 판촉활동 

무 

                                     
 

 
      판촉활동만 최대 

                          불능 불능 

                          불능 불능 

                                       
 

 
       

                                     
 

 
      불능 

                                     
 

 
       

                                     
 

 
       

                                     
 

 
      불능 

                                     
 

 
      불능 

                          불능 불능 

                          불능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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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소매업자의 주문량이 기준주문량보다 클 경우      의 결정 

 

case 2 의 경우, 소매업자는 목표 주문량 이상의 주문량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이 변화하게 된다. 해당 구간에서      |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α) 의 경우 제조업체의 보너스는 소매업자의 

의사결정변수인 q 에만 영향을 미치고 상수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   |  α)와의 주요한 차이인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 

 

     |          |         

 

따라서, 4.2.2.를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소매업자의 기대이익을 

나타낼 수 있으며, 소매업자의 기대이익을 최대화하는 의사결정변수들의 

조건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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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함수 

                [          ]     [        ]             

       

s.t.       ,      ,   
 

 
  

 

라그랑지언 함수 

                                          ∫      
 

 
       

               ∫     
 

  α
                          

          (
 

 
  )    

 

최적화 필요조건 

                                                  

                 ∫     
 

  α
                 

            ,        ,      
 

 
     (complementarity) 

   ,     
 

 
 

               

 

최적화 충분조건 

      가 오목함수:      가 음정치(negative definite) 

      (부등호 제약식)이 볼록함수(convex function): 제약식이 선형이므로 

볼록함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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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의 경우     이므로,     인 제약조건은     을 

포함한다. 따라서, Case 1 에 비해 제약조건이 하나 감소한다. 이에 따라, 

최적화 필요조건에 따른 후보군도     로 감소한다. 

 

(2) 제조업체의 의사결정 

 

제조업체는 소매업자의 의사결정인                      를 

바탕으로 하여 기준치 T 와 보너스 수준 b 를 결정한다. 따라서, 제조업체의 

목적함수와 최적화 조건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제조업체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우선 기준치 T 는 0 보다 크다는 제약조건이 존재한다. 

보너스의 크기 b 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0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주문량이 일정 기준치를 초과할 때, 할인을 해주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문량이 일정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 오히려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재고량이 한정된 경우에 

일정 소매업자가 과다한 양을 주문할 경우에는 추가 주문에 대해서 할증을 

실시할 수 있다. b<0 인 경우를 예로서, 전기사업에 있어서 전력 사용량에 

따라 할증을 하는 요금제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보너스의 금액 자체는 

할인이 될 수도 혹은 할증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b 에 대해 

제약조건을 추가하지 않고 일반 실수구간으로 가정한다.  

 

목적함수 

                                   

s.t.      

 

라그랑지언 함수 

                                          



-68- 

 

최적화 필요조건 

       
   

  
          

   

  
    

       
   

  
   

   

  
          

        (complementarity) 

       

        

 

최적화 충분조건 

      가 오목함수:      가 음정치(negative definite) 

      (부등호 제약식)이 볼록함수(convex function): 제약식이 선형이므로 

볼록함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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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치적 분석 

 

4 장과 5 장의 분석은 수요의 확률분포를 가정하지 않은 일반 

확률분포를 고려한 것으로서, 최적의사결정에 대한 확정적인 공식을 유도할 

수 없다. 따라서 여러 의사결정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다. 본 장에서는 특정확률분포를 가정하고, 수치적 분석을 

위해 구체적인 경우를 상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에서 분석된 구조 하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변동하는가에 대해 분석해본다.  

확률분포 형태에 대해서는 6.1 에서 6.3 까지는 주문량과 노력수준의 

관계 및 최적해의 충분조건 만족여부 등을 효과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지수분포인 Expo[1]을 가정한다. 6.4.에서는 지수분포를 보다 일반적인 

분포인 감마분포(Gamma Distribution)로 가정을 완화하기로 한다. 또한, 

판촉활동 비용의 형태로는 볼록함수(convex function)인          
  

 
 를 

가정5하고 최적해를 탐색해본다.  

6.1.에서는 최선해에서의 의사결정변수의 결정을 살펴본다. 우선 

주문량과 노력수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수치대입을 통해서 구체적의 

의사결정 변수의 값들을 탐색한다. 6.2.에서는 공급사슬 상에서의 최적 

의사결정변수들을 수치대입을 통해 탐색한다. 6.3.에서는 최선해에서의 

의사결정과 공급사슬에서의 의사결정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6.4 에서는 

실험계획법의 요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판촉활동의 불확실성 정도, 감마 

분포, 소매업자와 제조업체간의 이익 분배율 등 주요 요소들이 공급사슬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주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의 결합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5 판촉활동 비용함수의 형태에 대한 기존 문헌의 분석과 볼록함수 이외의 비용함수의 형태일 

경우의 의사결정은 2 장과 8.4 에서 보다 깊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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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최선해에서의 의사결정 

 

(1) 주문량과 노력수준의 관계 

우선 Expo[1]에서의 기업의 기대이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θ        

           
  

 
 θ          ∫     

 

  α
      

            
  

 
 θ          ∫             

 

  α
       

           
  

 
 θ                                     

=                              ∫          
 

 
   

         
  

 
                                      

 

4 절에서 유도된 최적 의사결정의 필요조건 중에서, 표 4.1 의 

첫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은 다음 두 가지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값이다. 

 

       

  
 

       

  
 θ    

   

  
  

                 θ                         

=                       θ                              

    

  (   )

  
       θ           θ        ∫     

 

  α
     

       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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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음이 성립해야 한다. 

   {
                                                   

                                    
} 

= 
 
 
    

 

주문량과 노력수준이 허용구간의 극단이 아닌 구간내의 어느 점에 

존재할 경우, 최적의사결정의 충분조건을 만족시키는 주문량과 노력수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값들이다. 

 

  l       l                     l                  6.1.3. 

  
                             

  
                                   6.1.4. 

 

표 4.1.에 제시된 나머지 후보들은 의사결정들이 특정한 구석해 

(corner solution)을 가질 경우를 나타낸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관계들은 

의사결정들이 모형의 범위 내에 존재할 경우에 성립하는 관계들이다. 표 

4.1.에서 나타난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는 수치대입을 통한 유도과정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위에서 제시된 의사결정들의 충분 조건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조건을 살펴보기 위해 Symmetric matrix 인 Hessian 

matrix 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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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정 q 값에서 H matrix 의 모든 characteristic root 가 음수일 경우 

H 는 음정치 (negative definite) 이다.  아직까지 파라미터 값들과 q 값을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 상황을 가정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H 를 통하여 목적함수가 오목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고, 

오목함수일 경우 위에서 유도한 극값들이 기대이익을 극대화하는 값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 가 음정치(negative definite) 즉  ′     가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해야 한다. 

 

   
        

      (
        

    
 

        

    
)     

        

       

 

 2 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할 경우, 임의의 a 와 b 에 대해 

4.2.8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  
        

    
   

        

    
        

   , 

        

     이 필요하다. 우선, 
        

   에 대해서는 θ     ,        

         으로부터 다음이 성립한다. 

 

        

                θ                         

        {     (  θ   )         θ   }     

 

        

   에 대해서는 
        

          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는 항상 성립하지 않으며, 

다음의 제약조건에서 성립한다. 

                        {     (  θ   )         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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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조건에서의 두 번째 항목인 부등호 제약식이 볼록함수라는 

부분은 모형의 제약식이 선형이므로 충족된다. 

 

(2) 수치 대입을 통한 최적 의사결정 탐색 

본 절에서는 Expo[1]의 가정 하에서 유도된 이익함수를 바탕으로 

하여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최선해 탐색을 위한 

주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 Step 1: 판촉활동 수준을 고정하고 주문량을 0.01 단위 변동하여 

기대이익을 최대화하는 주문량을 탐색 

- Step 2: 주문량을 고정하고 판촉활동 수준을 0.01 단위 변동하여 

기대이익을 최대화하는 판촉수준을 탐색 

-  Step 3: step 2 에서 탐색된 주문량 수준에서 step 1 부터 반복 

 

사용된 파라미터는 p=100, s=30,   =50, w=75, θ=1,   =10, 

 =0.15 이다 

 

소매업자의 의사결정은 주문량과 판촉 수준의 두 가지 이다. 앞에서 

제시된 세가지 step 에 따라 최적해를 탐색한 주요 결과는 표 6.1.2.에 

나타나 있으며, 판촉활동 고려시 최적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은 각각 

1.37 과 0.76 으로 나타나며, 기대이익은 27.71676이다. 

 

 

                                                 
6
 판촉활동을 고려할 경우에는 판촉활동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주문량은 0.17(9.6%) 

증가하고, 기대이익은 2.7721(11.11%)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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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2. 판촉활동 고려시 

주문량 판촉수준 기대이익 

1.1 0.67 26.9630  

1.2 0.67 27.4208  

1.2 0.71 27.4283  

1.3 0.71 27.6652  

1.3 0.74 27.6701  

1.37 0.76 27.7167  

1.37 0.77 27.7164  

1.38 0.76 27.7155  

 

상보여유 조건에 의한 최적화 후보군들에 대해 기대이익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후보들을 간략하게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6.1.3. 상보여유 조건에 의한 최적화 후보(최선해, 수치대입) 

상보여유조건 의사결정 지점 기대이익 

                    q=1.37, e=0.76 27.7167 

                    q=0, e=0 0 

                    q=1.25, e=0 24.9446 

                    q=1.40, e=1 27.4446 

                    q=0, e=0 0 

                    q=0, e=1 -5 

                    불능 불능 

                    불능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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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급사슬의 의사결정 

 

6.2.1. 할인계약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할인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공급사슬의 의사결정은 

최선해에서의 의사결정과 유사하다. 다만, 최선해 유도에서 사용된 

제조비용인   대신 도매가격인 w 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할인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최적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의 관계는 최적화 

충분조건의 첫 번째 부분으로서, 나머지 후보군에 대해서는 수치대입을 통한 

분석에서 검증하기로 한다. 

 

우선 Expo[1]에서의 소매업자의 기대이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θ        

           
  

 
 θ                                      

 

의사결정변수가 허용구간의 경계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최적의사결정 변수들은 다음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θ    

   

  
  

                θ                         

       

  
       θ           θ        ∫     

 

  α
     

       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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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소매업자의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은 다음과 같다. 

 

  l       l                     l         

  
                             

  
  

 

6.2.2. 할인계약을 사용하는 경우 

 

할인계약이 존재할 경우, 소매업자는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을 

결정하고, 제조업체는 보너스 금액인 b 와 보너스적용이 시작되는 

목표주문량인 T 를 결정한다. 우선 소매업자의 의사결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매업자의 기대이익은 구간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진다. 의사결정이 

바뀐다. Case1 (   )일 경우에는 할인이 없는 경우와 동일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Case 2 (   )인 구간에서는 보너스가 지급되므로, 소매업자의 

최적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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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사결정들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Case 1 (   ) 

  
  l       l                     l         

  
  

                               

  
  

 

Case 2 (   )  

  
  l         l                     l        

  
  

                               

  
  

 

동일한 파라미터가 주어지더라도, 소매업자는 두 가지의 선택사항을 

가질 수 있다. 즉, 많은 수량을 주문하고, 판촉활동 수준을 증가시켜 

보너스로 인한 혜택을 최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혹은 할인으로 

인한 인센티브가 너무 작을 경우, 할인을 포기하고 낮은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인 소매업자의 의사결정은 

Max{        
    

  ,         
    

  } 인 주문량과 판촉활동 노력 수준이다. 

제조업체는 소매업자가 위와 같은 의사결정을 한다는 내용을 

고려하여, 제조업체의 기대이익을 최대화하는 단위당 보너스 금액인 b 와 

목표주문량 T 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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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공급사슬 계약의 수치적 분석 

 

본 절에서는 Expo[1]의 가정 하에서 유도된 이익함수를 바탕으로 

하여 공급사슬에서의 최적 의사결정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탐색과 관련한 

주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 Step 1: 제조업체의 의사결정인  b 와 T 를 0 으로 고정하고, 최선해 

탐색방법을 적용하여 소매업자의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을 탐색  

- Step 2: 제조업체의 의사결정인 T 를 고정하고 b 를 1 부터 2 단위 

증가시킴. 각각의 (b, T) 조합에 대해,  step1 을 반복 

- Step 3: 제조업체의 의사결정인 T 를 0.1 단위 증가시키면서 Step 2 를 

반복 

- Step 4: step3 을 통해 유도된 의사결정들과 case1 로부터 유도된 

의사결정들을 비교하여 최적  의사결정변수를 탐색 

 

(1) 수치분석을 통한 소매업자의 의사결정 탐색 

 

표 6.2.2.는 최선해에서의 의사결정에서 사용되었던 방법과 유사하게 

주문량과 판촉활동을 변화시켜 최적 의사결정들을 유도한 것이다. 탐색에 

의하면 소매업자의 기대이익을 최대화하는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은 각각 

0.50, 0.36 이며, 소매업자의 기대이익은 5.7013, 제조업체의 기대이익은 

12.5000 이다. 

판촉활동을 고려할 경우, 공급사슬에서의 주문량은 0.06(13.6%)이 

증가하고,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기대이익은 각각 0.5838(11.4%), 

1.50(13.6%)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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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이익을 모두 합한 공급사슬의 총 이익 측면에서는 최선해와 비교하여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은 각각 0.87(63.5%), 0.40(52.6%) 감소하고, 

기대이익은 9.5154(34.3%)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2.2. 판촉활동 고려시 

주문량 판촉활동 소매업자 

기대이익 

도매업자 

기대이익 

공급사슬 

기대이익 

0.5 0.30 5.6815 12.5000 18.1815 

0.5 0.32 5.6921 12.5000 18.1921 

0.5 0.34 5.6987 12.5000 18.1987 

0.5 0.36 5.7013 12.5000 18.2013 

0.5 0.38 5.6999 12.5000 18.1999 

0.5 0.40 5.6944 12.5000 18.1944 

 

(2) 수치분석을 통한 제조업체의 의사결정 탐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급사슬의 의사결정은 전체최적화를 

이루지 못하고 최선해에서의 의사결정에 비해 열등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은 공급사슬에서의 의사결정 왜곡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할인 

계약을 적용할 경우 의사결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해 본다. 

공급사슬 상에서는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의사결정 사이에서 

게임이 발생한다. 즉 소매업자는 제조업체의 의사결정인 b 와 T 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기대이익을 최대화하는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을 결정하며, 

제조업체는 소매업자의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을 예상하여 자신의 

기대이익을 최대화하는 b 와 T 를 결정한다. 

수치적 분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목표주문량 T 를 고정시키고 보너스 수준 b 를 2 단위로 증가시킬 때 

소매업자의 최적 주문량과 판촉수준을 탐색하였다. 표 6.2.3.에 제시된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은 최선해에서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을 탐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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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탐색된 결과이다. 둘째, 목표 주문량 T 를 

0.1 단위씩 증가시키고, 각 상황에 대해 b 값에 대응하는 주문량과 

판촉활동을 탐색하였다. 표 6.2.4 는 T 의 변동에 따른 의사결정들을 탐색한 

것이다.  

 

표 6.2.3. 기준주문량(T)이 0.3으로 고정일 경우 

 

b T 주문량 판촉활동 소매업자 

기대이익 

제조업체 

기대이익 

공급사슬 

기대이익 

3 0.3 0.58 0.42 6.4111  13.6600  20.0711  

5 0.3 0.63 0.43 7.0147  14.1000  21.1147  

7 0.3 0.69 0.48 7.7302  14.5200  22.2502  

9 0.3 0.74 0.51 8.5600  14.5400  23.1000  

11 0.3 0.81 0.55 9.5106  14.6400  24.1506  

13 0.3 0.87 0.58 10.5886  14.3400  24.9286  

15 0.3 0.95 0.61 11.8001  14.0000  25.8001  

17 0.3 1.03 0.65 13.1532  13.3400  26.4932  

19 0.3 1.09 0.67 14.6634  12.2400  26.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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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4. 기준주문량(T)을 변화시킬 경우 

 

T=0.4 

b T 주문량 판촉활동 소매업자 

기대이익 

제조업체 

기대이익 

공급사슬 

기대이익 

9 0.4 0.74 0.51 7.6600 15.4400 23.1000 

11 0.4 0.81 0.55 8.4106 15.7400 24.1506 

13 0.4 0.87 0.58 9.2886 15.6400 24.9286 

15 0.4 0.95 0.61 10.3001 15.5000 25.8001 

17 0.4 1.03 0.65 11.4532 15.0400 26.4932 

19 0.4 1.09 0.67 12.7634 14.1400 26.9034 

T=0.5 

b T 주문량 판촉활동 소매업자 

기대이익 

제조업체 

기대이익 

공급사슬 

기대이익 

9 0.5 0.74 0.51 6.7600 16.3400 23.1000 

11 0.5 0.81 0.55 7.3106 16.8400 24.1506 

13 0.5 0.87 0.58 7.9886 16.9400 24.9286 

15 0.5 0.95 0.61 8.8001 17.0000 25.8001 

17 0.5 1.03 0.65 9.7532 16.7400 26.4932 

19 0.5 1.09 0.67 10.8634 16.0400 26.9034 

T=0.6 

b T 주문량 판촉활동 소매업자 

기대이익 

제조업체 

기대이익 

공급사슬 

기대이익 

9 0.6 0.74 0.51 5.8600 17.2400 23.1000 

11 0.6 0.81 0.55 6.2106 17.9400 24.1506 

13 0.6 0.87 0.58 6.6886 18.2400 24.9286 

15 0.6 0.95 0.61 7.3001 18.5000 25.8001 

17 0.6 1.03 0.65 8.0532 18.4400 26.4932 

19 0.6 1.09 0.67 8.9634 17.9400 26.9034 

T=0.7 

b T 주문량 판촉활동 소매업자 

기대이익 

제조업체 

기대이익 

공급사슬 

기대이익 

9 0.7 0.74 0.51 4.9600 18.1400 23.1000 

11 0.7 0.81 0.55 5.1106 19.0400 24.1506 

13 0.7 0.87 0.58 5.3886 19.5400 24.9286 

15 0.7 0.95 0.61 5.8001 20.0000 25.8001 

17 0.7 1.03 0.65 6.3532 20.1400 26.4932 

19 0.7 1.09 0.67 7.0634 19.8400 26.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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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탐색된 상황별 의사결정 값들을 통하여 제조업체의 

의사결정인 b 와 T 를 결정할 수 있다. 우선 제조업체는 b 와 T 의 각 

조합에서 자신의 기대이익을 극대화하는 b 와 T 를 선택한다. 그런데, 

제조업체의 b 와 T 의 선택에 의한 소매업자의 기대이익이 case1 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보다 작을 경우, 소매업자는 할인을 포기하고 낮은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즉 case 1 에서 소매업자는 0.5 를 주문하고, 판촉활동수준을 

0.36 으로 할 경우 5.7013 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표 6.2.5 에서 제시되는 

소매업자의 의사결정 중에 소매업자의 기대이익이 5.7013 보다 작은 

경우에는 소매업자는 할인계약을 포기하고 0.5 를 주문하게 된다. 

요컨데, 제조업체의 의사결정은 소매업자의 선택에 의해 제한되며, 

최종적으로는 표 6.2.6 과 같은 상황하에서 의사결정을 실시하게 된다. 

 

표 6.2.5 에서는 제조업체가 b=17, T=0.8 을 선택하게 되지만, 

소매업자의 선택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b=17, T=0.7 을 선택하게 되고, 이 

경우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기대이익은 각각 6.35, 20.14 가 된다. 

제조업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소매업자의 의사결정은 주문량은 1.09, 

판촉활동은 0.67 이다. 

 

(3) 최적 의사결정의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검토 

앞에서 유도되는 (q,e,b,T)=(1.03,0.65,17,0.7)에 대응하는 최적화 

필요조건의 다른 후보 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매업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후보군들과 그에 따른 기대이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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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5. 제조업체의 의사결정 1(소매업자가 반드시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 case2) 

T

      

 

b 

0.3 0.4 0.5 0.6 0.7 0.8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9 8.56  14.54  7.66  15.44  6.76  16.34  5.86  17.24  4.96  18.14  4.06  19.04  

11 9.51  14.64  8.41  15.74  7.31  16.84  6.21  17.94  5.11  19.04  4.01  20.14  

13 10.59  14.34  9.29  15.64  7.99  16.94  6.69  18.24  5.39  19.54  4.09  20.84  

15 11.80  14.00  10.30  15.50  8.80  17.00  7.30  18.50  5.80  20.00  4.30  21.50  

17 13.15  13.34  11.45  15.04  9.75  16.74  8.05  18.44  6.35  20.14  4.65  21.84  

19 14.66  12.24  12.76  14.14  10.86  16.04  8.96  17.94  7.06  19.84  5.16  21.74  

 

표 6.2.6. 제조업체의 의사결정 2(case1과 case 2를 모두 고려할 경우) 

T

      

 

b 

0.3 0.4 0.5 0.6 0.7 0.8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9 8.56  14.54  7.66  15.44  6.76  16.34  5.86  17.24  5.70  18.20  5.70  18.20  

11 9.51  14.64  8.41  15.74  7.31  16.84  6.21  17.94  5.70  18.20  5.70  18.20  

13 10.59  14.34  9.29  15.64  7.99  16.94  6.69  18.24  5.70  18.20  5.70  18.20  

15 11.80  14.00  10.30  15.50  8.80  17.00  7.30  18.50  5.80  20.00  5.70  18.20  

17 13.15  13.34  11.45  15.04  9.75  16.74  8.05  18.44  6.35  20.14  5.70  18.20  

19 14.66  12.24  12.76  14.14  10.86  16.04  8.96  17.94  7.06  19.84  5.70  18.20  

*음영부분은 소매업자의 기대이익이 5.70 이기 때문에 소매업자가 할인계약을 포기하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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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7 상보여유 조건에 의한 소매업자 의사결정의 최적화 후보 

상보여유조건 
의사결정 지점 

(q,e) 

소매업자 

기대이익 

                            (1.03, 0.65) 6.35 

                          (0,0) 0 

                          (0.92, 0) 4.4436 

                          (1.07, 1) 5.7436 

                          (0,0) 0 

                          (0,1) -5 

                          불능 불능 

                          불능 불능 

                            (0.7, 0.48) 4.9267 

                          불능 불능 

                          (0.7, 0) 3.7390 

                          (0.7,1) 3.6135 

                          불능 불능 

                          불능 불능 

                          불능 불능 

                          불능 불능 

 

제조업체의 의사결정에 대응하는 최적화 후보는 다음과 같다. 

 

표 6.2.8 상보여유 조건에 의한 소매업자 의사결정의 최적화 후보 

 
의사결정 지점 

(b,T) 

제조업체의 

기대이익 

          (17, 0.7) 20.14 
         (0,0)* 12.50* 

 *T=0 일 경우는 제조업체가 도매가격인 w 를 감소시키는 형태와 동일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파라미터의 상황에서는 할인 b 로 인한 주문량 q 의 증가로부터의 이익보다 할인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이익 감소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할인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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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상황별 최적 의사결정 및 기대이익 

 

본 장의 분석에 의해 유도된 상황에 따른 최적 의사결정들과 

기대이익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6.3.1.과 같다. 

 

표 6.3.1. 상황별 의사결정 

(1) 판촉활동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주문량 

판촉 

활동 
b T 

소매업자 

기대이익 

제조업체 

기대이익 

공급사슬 

기대이익 

최선해 1.25 X X X N/A N/A 24.9446 

공급사슬 0.44 X X X 5.1175 11.0000 16.1175 

 

(2) 판촉활동을 고려할 경우 

 
주문량 

판촉 

활동 
b T 

소매업자 

기대이익 

제조업체 

기대이익 

공급사슬 

기대이익 

최선해 1.37 0.76 X X N/A N/A 27.7167 

공급사슬 

(할인계약X) 
0.50 0.36 X X 5.7012 12.5000 18.2013 

공급사슬 

(할인계약O) 
1.03 0.65 17 0.7 6.3532 20.1400 26.4932 

 

성과실현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판촉활동을 의사결정에 고려할 경우, 

최선해에서는 9.6%의 주문량 증가가 있으며, 기대이익은 11.11%가 

증가한다. 공급사슬의 경우에는 13.63%의 주문량 증가가 있으며,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이익은 각각 11.40%, 13.60% 증가한다. 공급사슬 

전체로는 12.93%의 이익 증가 효과가 있다. 다음의 표 6.3.2.는 최선해와 

공급사슬에서 판촉활동 반영효과, 할인계약의 효과, 계약의 효율성 등을 

비율을 통해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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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2. 상황별 기대이익의 변화 

 
최선해 공급사슬 

판촉활동 

반영효과* 
+11.11% +12.97% 

할인계약 

효과** 
N/A 

소매업자: +11.40% 

제조업체: +61.12% 

공급사슬: +45.54% 

계약의 

효율성***  

일반계약 효율성: 65.68% 

할인계약 효율성: 95.59%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주요 공헌인 성과실현의 불확실성 반영이 

기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영현실에서는 

판촉활동과 같이 성과의 실현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우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활동들을 처음부터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분석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과실현의 불확실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경우 기업의 기대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모형의 제시를 통해 불확실성 반영시에 얼마나 기대이익이 증가하는지 

수치적으로 확인하여 경영계획의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 

단일회사와 같이 최선해일 경우, CEO 의 종합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성과실현의 불확실성을 궁극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급사슬에서는 성과실현의 불확실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기는 훨씬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매업자나 제조업체의 경우 독립적인 회사이므로, 명시적인 

계약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인해 

공급사슬이 적절하게 조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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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활동의 경우, 판촉활동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소매업자에게 판촉활동을 강제하지 못한다. 

소매업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판촉활동으로 인한 추가이익이 제조업체에게 

일부 이연되는 효과를 나타내므로, 적극적으로 판촉활동에 나서지 않으려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할인계약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공급사슬에서의 왜곡을 

상당하게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할인계약을 실시할 경우,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기대이익은 각각 11.44%, 61.12% 증가한다. 

공급사슬 전체로는 45.54%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할인계약을 실시할 경우, 

95.56%의 효율을 보이며, 이는 할인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계약의 

58.13%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할인계약의 또 하나의 장점은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이익이 모두 

증가한다는 것이다. 공급사슬 업체 중에 어느 한 회사의 이익이 감소할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왜곡되기 쉽다. 할인계약의 경우, 소매업자와 제조업체 

모두의 이익이 증가하므로, 이러한 의사결정의 왜곡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이, 할인계약의 사용은 성과실현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공급사슬의 최적의사결정의 왜곡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는 계약으로서, 

공급사슬의 효율성 개선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의사결정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의 그림 

6.3.1.과 6.3.2 와 같다. 그림 6.3.1.에서 보여지듯이, 소매업자의 의사결정은 

완만한 산모양의 볼록 곡선을 이루며, 최적해를 탐색에 의해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제조업체의 의사결정은 다소 복잡한 형태를 취한다. 아래의 

그림 6.3.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볼록한 곡선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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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지만, 제조업체의 의사결정은 소매업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즉, 소매업자가 항상 제조업체의 의사결정인 할인계약을 준수해야만 

한다면, 볼록한 형태의 단순한 곡선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소매업자는 

할인계약을 사용할 때의 기대이익이 일반계약을 사용할 때의 기대이익보다 

작을 경우에는 할인계약을 포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앞서 

논의된 case 1 과 case 2 의 의사결정을 모두 고려하여 의사결정 변수인 

보너스 율과 기준 주문량을 결정한다. 

 

그림 6.3.1. 소매업자의 의사결정 

 

그림 6.3.2. 제조업체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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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실험계획법에 의한 주요 요소들의 효과 

 

앞 장에서는 주어진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의사결정을 유도하였다. 이렇게 유도된 최적 의사결정들과 기대이익은 특정 

파라미터 값들이 변화함에 따라 다른 수치로 변화한다. 이러한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우선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민감도 분석은 

주어진 의사결정 변수들과 파라미터의 조합에서 특정 변수를 변화시킬 경우 

변화하는 양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목적함수나 의사결정 변수들의 조합이 

비선형일 경우에는 특정 파라미터의 효과를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민감도 분석에 의한 효과는 특정 지점에서만 유효할 

뿐, 다른 파라미터의 조합에서는(특히 비선형 분석의 경우)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계획법 

(experimental design)의 요인설계(factorial design)를 적용하여 주요 

요소들의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요인설계를 적용할 경우에는 파라미터의 

특정 지점 이외에 파라미터의 전체 구간에서 각 요인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Law, 2007).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변수를 주요 요소(factor)로 

설정하여   요인 설계를 실시한다. 첫번째 요소(F1)는 판촉활동이 성공할 

경우 증가하는 수요량인   이다. 요인 설계를 위해 사용되는 실험지점 

(experimental point)는 0.2 와 0.3 이 사용된다. 두번째 요소(F2)는 

판촉활동의 생산성인  로서, 판촉활동이 성공할 가능성을 나타내며, 

판촉활동의 성공여부의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실험지점으로는 1 과 1.2 가 

사용된다. 세번째 요소(F3)로는 수요의 분포가 사용된다. 앞장에서는 

지수분포라는 특수 형태의 분포를 사용하였는데, 본 요인설계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분포인 감마분포를 사용하여 의사결정변수와 기대이익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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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실시한 지수분포와의 비교를 위하여 평균이 1 인 감마분포를 

사용하여, 수요의 분산의 크기를 반영하기 위하여 실험지점을 Gamma(2, 

0.5)와 Gamma(4,0.5)를 사용한다. 두 가지의 실험지점에서 평균은 모두 

1 이며, 각각 0.5 와 0.25 이다. 마지막으로(F4) 제조업체와 소매업자 사이의 

이익배분율을 반영하기 위하여 w 를 요인으로 사용한다. 실험지점으로는 

70 과 80 이 사용된다. 

네 가지의 요인들이 선택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판촉활동의 

불확실성 자체를 반영하기 위하여 F1 과 F2 가 사용되었다. F3 는 본 연구의 

두 가지 불확실성 중 하나인 수요의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공급사슬에서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이익 배분율은 공급사슬의 의사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F4 를 통하여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4 factor 들은 각각 2 가지의 실험지점을 가진다. 두 개의  

실험지점에서 낮은 지점을 – 높은 지점을 +로 설정하여, 2x2x2x2=16 개의 

parameter set 을 구분한다. 각각의 파라미터 셋으로부터 표 6.4.1 과 같이 

결과치 16 개(R1-R16)를 관찰한다. 

다른 요소들의 조합이 동일하고 해당 요소만 +,-인 결과치를 

더하여 특정 요소에 대한 효과(main effect)를 다음과 같이 유도한다. 

특정요소에 대한 효과는 다른 가능한 조합들을 평균으로 할 경우에 특정 

요소의 반응값 평균치를 의미한다(Law, 2006) 

 

F1 Main Effect= 
                                    

 
 

F2 Main Effect =
                                     

 
 

F3 Main Effect =
                                     

 
 

F4 Main Eff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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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1. 요소 조합과 대응하는 결과치 

Factor 

Combination 
F1 F2 F3 F4 Response 

1 - - - - R1 

2 - - - + R2 

3 - - + - R3 

4 - - + + R4 

5 - + - - R5 

6 - + - + R6 

7 - + + - R7 

8 - + + + R8 

9 + - - - R9 

10 + - - + R10 

11 + - + - R11 

12 + - + + R12 

13 + + - - R13 

14 + + - + R14 

15 + + + - R15 

16 + + + + R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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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최선해의 경우 

최선해에서는 소매업자와 제조업체간의 변수인 w 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3 가지의 변수를 통하여 각 요소들의 효과를 분석한다. 표 

6.4.2.는 각각의 파라미터의 조합에 대해 앞장에서 제시된 최적해 탐색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유도한 의사결정 변수들과 기대이익이다. 최선해에서는 

2x2x2=  요인 설계법이 적용된다. 위의 결과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각 

요인들이 주문량, 판촉활동 수준, 기대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유도하였다. 

 

표 6.4.2. 최선해에서의 실험계획법에 의한 결과치 

Response F1 F2 F3 
판촉활동 미고려시 판촉활동 고려시 

q     q e     

R1 - - - 0.91 27.0878 0.99 0.55 29.2165 

R2 - - + 0.78 31.1547 0.81 0.47 32.7779 

R3 - + - 0.91 27.0878 1.02 0.67 30.2314 

R4 - + + 0.78 31.1547 0.82 0.57 33.5245 

R5 + - - 0.91 27.0878 1.10 0.86 31.8720 

R6 + - + 0.78 31.1547 0.85 0.70 34.5698 

R7 + + - 0.91 27.0878 1.20 1.09 34.4342 

R8 + + + 0.78 31.1547 0.88 0.87 36.2478 

 

표 6.4.3. 실험계획에 사용된 주요 요소 

요소 설명 Experiment Point 

F1(α) 
판촉활동 성공시  

매출액 증가분 
(0.2, 0.3) 

F2( ) 판촉활동 성공가능성 (1, 1.2) 

F3(분포) 
Gamma 분포를 통한 

매출액 불확실성 

(Gamma(2,0.5), 

Gamma(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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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4. 주문량, 판촉활동, 기대이익에 대한 주요 효과 

 

주문량에 대한 Main Effect 

       
  

       
  

F1(α) 0.0975 10.71% 21.43% 

F2( ) 0.0425 4.53% 22.67% 

F3(분포) (0.2375) (22.04)% (44.08%) 

 

 

판촉활동에 대한 Main Effect 

       
  

       
  

F1(α) 0.315 55.75% 111.50% 

F2( ) 0.155 24.03% 120.16% 

F3(분포) (0.140) (17.67)% (35.33%) 

 

 

기대이익에 대한 Main Effect 

           
    

       
  

F1(α) 2.8433 9.04% 18.09% 

F2( ) 1.5004 4.67% 23.36% 

F3(분포) 2.8414 9.04% 18.08% 

 

표 6.4.4.에서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판촉활동 성공시의 매출액 

증가치 0.1(0.2 에서 0.3 으로 증가)는 기대이익을 2.8433(9.04)% 정도 

증가시킨다. 판촉활동의 성공 가능성 증가 0.2 (1 에서 1.2 로 증가)는 

1.5004 (4.67%)의 기대이익 증대효과를 가진다. 분포를 변화시켜 분산이 

반으로 감소할 경우(감마분포에서 분산이 0.5 에서 0.25 로 감소)에도 

기대이익이 2.8414 (9.04%) 증가한다.  

위에서 제시된 결과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표준화할 수 있다. 

효과의 증가에 대한 비율을 요소들의 증가량 비율로 나눌 경우,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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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얻는다. 판촉활동 성공시 매출액 증가가 100%일 경우, 기대이익은 

18.09% 증가한다. 판촉활동의 성공 가능성 증가가 100%일 경우 

기대이익은 23.36% 증가한다. 분포를 변화시켜 분산이 50% 감소할 경우, 

기대이익은 18.08% 증가한다. 

 

  와  의 기대이익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판촉활동으로 인한 기대이익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q 는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자. 

 

                        

  

  
         ∫     

 

   
     , 

   

       

  

  
                   ,  

   

   
                

 

위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와   의 

변화는 기대이익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또한  와   의 변화는 

노력수준(e) 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위에서 식을 통해  는 선형관계,   는 

concave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판촉활동의 생산성은 

크기에 상관없이 기대이익의 변화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만, 판촉활동 

성공시 효과는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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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공급사슬의 경우 

공급사슬에서는 4 가지의 요소가 모두 반영되며, 2x2x2x2=  요인 

설계법이 적용된다. 

 

표 6.4.5. 공급사슬에서의 요소조합과 대응하는 결과치 

Response F1 F2 F3 F4 
Main Effect 

q e         

R1 - - - - 0.63 0.38 13.4023 12.6 

R2 - - - + 0.5 0.31 7.771 15 

R3 - - + - 0.64 0.39 18.3604 12.8 

R4 - - + + 0.57 0.35 12.318 17.1 

R5 - + - - 0.65 0.48 13.8998 13 

R6 - + - + 0.51 0.38 8.0887 15.3 

R7 - + + - 0.65 0.47 18.8678 13 

R8 - + + + 0.58 0.43 12.7228 17.4 

R9 + - - - 0.69 0.58 14.5159 13.8 

R10 + - - + 0.54 0.45 8.3891 16.2 

R11 + - + - 0.68 0.65 19.4191 13.6 

R12 + - + + 0.59 0.49 13.1453 17.7 

R13 + + - - 0.74 0.75 15.6959 14.8 

R14 + + - + 0.58 0.58 9.1161 17.4 

R15 + + + - 0.7 0.71 20.5609 14 

R16 + + + + 0.62 0.63 14.0005 18.6 

 

표 6.4.6. 실험계획에 사용된 주요 요소 

 
변수 Experiment Point* 

F1(α) 
판촉활동 성공시 

매출액 증가분 
(0.2, 0.3) 

F2( ) 판촉활동 성공가능성 (1, 1.2) 

F3(분포) 
Gamma 분포를 통한 

매출액 불확실성 

(Gamma(2,0.5), 

Gamma(4,0.25)) 

F4(w) 
제조업체와 소매업자간의 

이익배분율 
(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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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7. 주문량, 판촉활동, 기대이익에 대한 주요 효과 

 

주문량에 대한 Main Effect 

              

F1(α) 0.0512 8.67% 17.34% 

F2( ) 0.0237 3.93% 19.63% 

F3(분포) 0.0237 3.93% 7.85% 

F(4) (0.1112) (16.54)% (33.09)% 

 

 

판촉활동에 대한 Main Effect  

              

F1(α) 0.2062 51.72% 103.45% 

F2( ) 0.1037 23.06% 115.28% 

F3(분포) 0.0262 5.37% 10.74% 

F(4) (0.0987) (17.91)% (35.83)% 

 

 

소매업자 기대이익  변화 

                    

F1(α) 1.1765 8.93% 17.85% 

F2( ) 0.7039 5.25% 26.24% 

F3(분포) 4.8145 42.38% 84.76% 

F(4) (6.1463) (36.50)% (73.00)% 

 

 

제조업체 기대이익 변화 

                    

F1(α) 1.2375 8.52% 17.04% 

F2( ) 0.5875 3.96% 19.78% 

F3(분포) 0.7625 5.17% 10.33% 

F(4) 3.3875 25.19% 50.37% 

 

표 6.4.7.는 실험계획법의 방법론에 따라 네 가지 요소들의 효과를 

도출한 것이다. 공급사슬에서 한가지 특이한 점은 이익이 소매업자의 이익과 

제조업체의 이익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그 이외에 F1, F2, F3 의 효과는 

최선해의 경우와 유사하게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기대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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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판촉활동성공시 매출액 증가 0.1(0.2 에서 0.3)은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기대이익을 각각 1.1765(8.93%), 1.2375(8.52%) 

증가시킨다. 판촉활동의 성공 가능성 증가 0.2(1 에서 1.2)는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기대이익을 각각 0.7039(5.25%), 0.5875(3.96%) 증가시킨다. 

분포에서의 분산의 감소는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기대이익을 각각 

4.8145(42.38%), 0.7625(5.17%) 증가시킨다.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판촉활동의 효과의 크기인 F1 의 경우는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기대이익에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나타낸다(소매업자 

8.93%, 제조업체 8.52%). 그러나, 판촉활동의 성공률인 F2 의 경우에는 

소매업자의 기대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제조업체의 기대이익에 미치는 영향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소매업자 5.25%, 제조업체 3.96%). 수요의 

분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F3 의 경우에는 소매업자에 미치는 

영향(42.38%)이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5.17%)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는 소매업자가 주문된 제품에 대한 재고비용과 

기회비용을 모두 부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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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결합효과의 분석 

6.4.1 과 6.4.2 에서는 각 요소들의 주요 효과(main effect)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복수의 효과가 결합한 결합효과(interaction 

effect)에 대해 분석해 본다. 이를 통해 할인계약의 채택이 유리한 환경과 

불리한 환경에 대한 컨틴전시(contingency)를 제시하고자 한다. 

결합효과     는 요소 j 가 +일 때(다른 요소들은 고정이라고 

가정)의 i 의 평균효과와 요소 j 가 –일 때의 i 의 평균효과의 차이로 

정의된다(Law, 2006). 이를 통해, 특정요소가 다른 요소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최선해의 경우 요소 1 과 요소 3 의 

결합효과와 요소 2 와 요소 3 의 결합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표 6.4.8. 최선해에서의 결합효과 

 Q e 기대이익 

     -0.0475 -0.05 -0.5857(20.59%) 

     -0.0225 -0.02 -0.2881(19.50%) 

 

위의 표 6.4.8. 의사결정 변수들과 기대이익의 결합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판촉활동 성공시 매출액 증가효과(F1)과 

수요의 분산(F3)의 결합효과는 분산이 +일 경우의 F1 의 평균효과와 

분산이 –일 경우 F1 의 평균효과의 차이이다. 즉 분산이 0.5 일 경우 F1 의 

효과는 3.4291 이며, 분산이 0.25 일 경우 F1 의 효과는 2.2576 이다. 

분산이 0.5 일 경우 F2 의 효과는 1.7885 이며 분산이 0.25 일 경우 F2 의 

효과는 1.212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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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수요의 분산이 클수록 판촉활동과 관련된 F1 과 

F2 의 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요의 불확실성이 커서 

매출액의 분산이 큰 경우에 판촉활동의 불확실성의 효과가 더욱 증폭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4.3.으로부터 F1 과 F2 의 주요 효과가 각각 2.8433, 

1.5004 임을 감안할 때, 분산의 크기에 따라 F1 과 F2 의 효과가 +-

20.59%와 19.20%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주요한 크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요의 

변동이 적은 산업이나 기업 보다는 수요의 변동이 큰 산업이나 기업에서 

판촉활동의 불확실성을 반영할 때 그 효과가 최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 

 

공급사슬에서의 결합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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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4.9. 공급사슬에서의 결합효과 

 q e 소매업자 

기대이익 

제조업체 

기대이익 

     -0.0138 0.0038 0.0377(3.2%) -0.3375(27.3%) 
     -0.0062 -0.0137 0.0233(3.3%) -0.1375(23.4%) 

 

외부적인 불확실성인 수요의 분산이 낮을 경우(F3= +)일 경우와 

높을 경우(F3=-)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수요의 분산이 낮을 경우에는 

판촉활동 성공시의 수요증가인 F1 이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기대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1.1388 과 1.575 이다. 분산이 높을 경우에는 

1.2142 와 0.9 가 된다. 공급사슬의 측면에서는 분산이 낮을 경우에는 

2.1142 의 증가효과가 있고, 분산이 높을 경우에는 2.1142 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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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의 경우에도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 분산이 높을 경우 F2 의 효과는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에 대해 각각 0.6805, 0.725 인데 반해 낮을 경우에는 

0.7273, 0.45 이다. 공급사슬 측면에서는 분산이 낮을 경우에는 1.1773 이고 

높을 경우에는 1.4055 이다.  

공급사슬에서 결합효과는 소매업자의 기대이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제조업체의 기대이익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소매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요의 분산의 크기는 F1 과 F2 의 효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제조업체는 수요의 분산의 크기에 따라 

F1 과 F2 의 효과에 큰 영향을 받으며, 할인계약을 실시할 강한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효과는 최선해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판촉활동의 불확실성을 반영할 경우 증가하는 기대이익은 매출의 분산이 

클수록 증가한다. 즉 수요가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큰 산업이나 회사의 

경우에는 판촉활동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이 기업의 기대이익의 증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산업의 경우에 할인계약의 채택이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반면, 수요가 일정하여 변동폭이 작은 산업이나 

회사의 경우에는, 판촉활동 불확실성의 반영이 상대적으로 작은 효과를 

가진다. 이런 산업이나 회사의 경우에는 할인계약의 채택 보다는 다른 

경영환경 요소를 고려할 필요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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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할인계약에서의 최선해  

 

7.1. 수치적 분석을 통한 할인계약의 최선해 탐색 

 

본 절에서는 성과실현의 불확실성과 수요의 불확실성을 동시에 

반영할 경우, 할인계약이 공급사슬에서의 최선해(the first best solution)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한다. 최선해 달성 여부는 다음과 같이 

수치적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tep 1: 소매업자가 공급사슬의 최적 의사결정수준인 주문량과 

노력수준을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할인계약 변수 (bo ,To)가 존재하는가? 

Step 2: 소매업자가 조정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할인계약(bo,To)보다 제조업체에게 더 높은 이익을 보장하는 (b*, T*)가 

존재하는가?  

 

Step 1 에서는 우선 할인계약 변수 (bo,To)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할인계약은 본 연구의 모형에서 공급사슬을 최적화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주문량과 노력수준을 공급사슬 수준에서 최적화하는 (bo,To)가 존재한다면, 

다음의 단계를 통하여 제조업체가 그러한 계약을 제시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Step 2 에서는 (b*, T*)가 존재한다면, 공급사슬 전체이익이 

최적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는 (b*, T*)를 할인계약으로 

제시하게 된다. 따라서, 공급사슬의 최적의사결정을 달성하지 못한다. (b*, 

T*)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조업체는 (bo,To)를 제시하고 공급사슬은 

할인계약을 통해 최적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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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의 확률분포로서 광범위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Gamma 분포와 현실적인 수요수준인 평균 100 을 상정하여, 할인계약이 

최선해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우선 비교대상으로서, 판촉활동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의 상황별 주요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다. 

 

표 7.1.1. 판촉활동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주문량 판촉활동 b T 

소매업자 

기대이익 

제조업체 

기대이익 

공급사슬 

기대이익 

최선해 116 X X X N/A N/A 4,213 

공급사슬 

(할인계약X) 
85 X X X 1,717 2,125 3,842 

공급사슬 

(할인계약O) 
116 X 25 99 1,737 2,475 4,213 

 

판촉활동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인계약은 공급사슬을 

최적화할 수 있다. 제조업체가 (25,99)의 계약을 제시하며,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이익은 각각 1,737 과 2,475 로서 공습사슬 전체의 이익은 

최선해에서의 이익인 4,213 과 동일하다. 위의 상황은 Step 1 에서의 

(bo ,To)가 존재하고, Step 2 에서의 (b*, T*)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서, 

할인계약은 공급사슬을 최적의사결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판촉활동을 고려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치적 분석을 

실시한다. 첫째, b 와 T 의 단위를 5 와 10 으로 다소 넓게 설정하여, 최적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b 와 T 를 탐색한다. 둘째, 앞에서 탐색된 지점에서 

단위를 보다 세분화한 분석을 실시하여, 인근에 더 나은 b 와 T 가 

존재하는지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결정된 (b,T)에서 b 와 T 의 변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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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의 이익을 살펴봄으로써, (b,T)가 진정한 최적 의사결정인지 

검토한다. 

 

우선 b 와 T 의 단위를 5 와 10 으로 설정할 경우, 표 6.5.2.에서 

보여주는 대로 (25,120)에서 제조업체의 이익과 공급사슬의 이익이 

최대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지점에서는 소매업자의 기대이익이 

할인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기대이익인 1,767 보다 낮아 실행할 수 

없는 의사결정 구간이다. 

 (25,120) 부근에서 단위를 1 로 세분화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1.3.에 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23,120)이 최적 의사결정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지점에서의 소매업자, 제조업체, 공급사슬 이익은 각각 

1768, 2955, 4724 이다. 

표 7.1.4.와 표 7.1.5.는 (23,120)지점에서 ｂ와 Ｔ를 각각 １씩 

변동할 경우에 소매업자 의사결정의 변화와 공급사슬 이익의 변화를 

표시한 것이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최선해인 (142,8.5)에서의 이익 

4,733 에 다가가지 못하고 (23,120)에서의 이익 4,724 를 기점으로 

공급사슬의 이익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탐색결과 

내에서 Step1 에 따른 공급사슬을 최적화하는 할인계약 변수 (bo ,To)가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표 7.1.1.과 표 7.1.6.의 비교는 판촉활동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와 

반영할 경우 할인계약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보여준다. 판촉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할인계약이 공급사슬의 최적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Cachon & Lariviere, 2005; 

Shin & Benton, 2007). 표 7.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할인계약의 

(b,T)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공급사슬의 의사결정을 최적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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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판촉활동을 반영할 경우에는 할인계약이 공급사슬을 최적화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표 7.1.6.에 따르면, 할인계약 사용시에 공급사슬의 

이익이 4,092 에서 4,724 로 증가한다. 그러나 최선해에서의 이익인 

4,733 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7.1.4.와 표 7.1.5.는 민감도 

분석을 통해, (23,120)보다 더 나은 할인계약 변수들이 존재하는가를 검토한 

것으로서, 본 연구의 실험범위에서는 (23,120)이 최선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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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2. (b,T)의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 (5와 10단위) 

T      

 

b 

100 110 120 130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15 1,954 2,709 1,805 2,858 1,655 3,009 1,506 3,159 

20 2,113 2,599 1,912 2,797 1,712 2,999 1,513 3,199 

25 2,314 2,407 2,063 2,656 1,813 2,907 1,564 3,157 

30 2,555 2,136 2,258 2,435 1,958 2,736 1,659 3,036 

 

표 7.1.3. (b,T)의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 (1단위) 

T 

 

b 

117 118 119 120 121 122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20 1,773 2,942 1,753 2,962 1,732 2,977 1,712 2,999 1,692 3,014 1,672 3,036 

21 1,792 2,928 1,771 2,949 1,750 2,966 1,729 2,988 1,708 3,005 1,687 3,028 

22 1,814 2,909 1,792 2,931 1,770 2,950 1,748 2,974 1,725 2,993 1,703 3,017 

23 1,837 2,886 1,814 2,909 1,791 2,930 1,768 2,955 1,745 2,976 1,720 3,001 

24 1,861 2,859 1,837 2,883 1,814 2,906 1,790 2,932 1,766 2,955 1,742 2,981 

25 1,888 2,830 1,863 2,855 1,838 2,880 1,813 2,907 1,788 2,932 1,763 2,959 

*음영부분은 소매업자의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는 구간 

**밑줄친 부분은 소매업자와 제조업체가 모두 선택하는 최적 의사결정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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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4. ｂ의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의 변화 

b T q e 
소매업자 

기대이익 

제조업체 

기대이익 

공급사슬 

기대이익 

20 120 135 8.7 1,712 2,999 4,712 

21 120 137 8.9 1,729 2,988 4,718 

22 120 139 9.1 1,748 2,974 4,722 

23 120 141 9.3 1,768 2,955 4,724 

24 120 143 9.5 1,790 2,932 4,723 

25 120 144 9.6 1,813 2,907 4,721 

 

표 7.1.5. Ｔ의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의 변화 

b T q e 
소매업자 

기대이익 

제조업체 

기대이익 

공급사슬 

기대이익 

23 117 142 9.4 1,837 2,886 4,720 

23 118 142 9.4 1,814 2,909 4,720 

23 119 141 9.4 1,791 2,930 4,721 

23 120 141 9.3 1,768 2,955 4,724 

23 121 140 9.3 1,745 2,976 4,721 

23 122 140 9.2 1,720 3,001 4,721 

 

표 7.1.6. 판촉활동을 고려할 경우 

 
주문량 

판촉 

활동 
b T 

소매업자 

기대이익 

제조업체 

기대이익 

공급사슬 

기대이익 

최선해 142 8.5 X X N/A N/A 4,733 

공급사슬 

(할인계약X) 
93 2.8 X X 1,767 2,325 4,092 

공급사슬 

(할인계약O) 
141 9.3 23 120 1,768 2,956 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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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할인계약과 공급사슬의 최적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판촉활동을 반영한 공급사슬에서 

할인계약이 공급사슬을 최적화하지 못하는 현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할인계약 중 최적의 (b,T)가 공급사슬의 최선해의 이익을 

달성하지 못한다. 할인계약 관련 변수가 주어질 경우, 소매업자의 

기대이익은 주문량과 노력수준에 대해 오목한 형태를 가진다는 것은 

Hessian matrix 의 분석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탐색된 부분 

최적해(local optima)는 전체 최적해(global optima)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조업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분석은 제조업체의 기대이익이 (b,T)에 

대해 오목한지 여부를 증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제조업체의 기대이익이 

단봉형(unimodal)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적의 (b,T)는 

(23,120)으로 계산되었고, 이러한 할인계약으로 얻는 이익인 4,724 는 

최선해의 이익인 4,733 에 미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구간에 대한 수치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요의 평균이 100 인 세팅에서 b 의 범위를 [15,30]으로 하였으며, T 의 

범위는 [100,130]으로 하였다. 단위는 b 와 T 에 대해 각각 1 단위까지 

세분화하였다. 위와 같은 실험구간에 대해서는 (23,120)에서 극점을 가지는 

오목한 형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기대이익이 

단봉형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은 아니므로, 추후 closed form 형태의 

제조업체 의사결정의 분석을 통해 탐색된 의사결정이 전체 최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판촉활동으로 인한 성과실현의 불확실성을 반영할 경우에는 

할인계약이 주문량과 노력수준의 관계를 왜곡하여 공급사슬의 최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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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내부적인 성과실행의 불확실성이나 

측정불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공급사슬 계약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의 결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몇몇 문헌들이 지적하고 있다(Gibbons, 2005). 

예를 들면, 수익공유계약은 공급사슬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계약이지만, 

측정불가능한 노력이 존재할 경우에는 공급사슬을 최적화할 수 없다 

(Cachon & Lariviere, 2005).  

할인계약의 경우에도 수익공유계약과 유사하게 측정불가능한 

노력으로 인해 공급사슬 최적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Taylor(2002)는 

판촉활동과 관련된 리베이트 계약7이 존재할 경우,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과다하게 지정되어 소매업자가 공급사슬 최적수준의 노력수준 이상으로 

판촉활동을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리베이트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매업자가 판촉활동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하게 되어, 공급사슬 전체최적 수준의 노력보다 낮은 정도의 판촉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리베이트 계약이 존재할 경우에는 리베이트의 형태에 따라 

판촉활동에 과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어, 소매업자가 판촉활동을 

공급사슬 전체최적 수준보다 더 높게 실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Taylor(2002)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판촉활동이 존재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형태는 공급사슬 전체최적화를 이룰 수 없으며, 복수의 계약을 동시에 

사용해야만 공급사슬의 전체최적화를 이룰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위와 같은 논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최선해에서일 경우 최적 의사결정인 (q,e)=(142,8.5)에서 기대이익은 

4,733 이다. 즉 공급사슬에서 소매업자가 (142,8.5)의 의사결정을 실시할 

경우에만 공급사슬이 최적화된다. 그런데 할인계약이 존재할 경우 

                                                 
7
 Taylor(2002)에서 사용된 리베이트 계약은 최종적인 제품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기준을 넘어서는 수량에 대한 할인을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매업자가 주문한 

주문량에 대해서 할인을 실시하는 본 연구의 할인계약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Taylor(2002)는 판촉활동의 성과에 대해 확실성을 가정하고 있다. 



-109- 

공급사슬의 의사결정은 (141,9.3)에서 4,724 이다. 주문량을 142 수준으로 

하는 (b,T)는 표 6.5.5.에서 (23,117)이고, 이때 소매업자가 선택하는 

노력수준은 9.4 이다. 이는 공급사슬 전체 최적 수준인 8.5 보다 과다한 

노력을 실시하는 것이다. 노력 수준을 8.5 로 하는 (b,T) 조합은 (19, 

120)이고, 이때 주문량은 133 이며 전체최적 수준인 142 보다 작다. 

이러한 결과는 할인계약을 사용할 경우, 판촉활동 성과실현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공급사슬에서 주문량과 판촉활동수준의 관계를 왜곡되고 

이로 인해 공급사슬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리베이트 계약에서의 논의가 할인계약에서도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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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초과이익의 배분 

 

표 7.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할인계약을 사용할 경우에 

공급사슬이익이 4,092 에서 4,724 로 632 만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기대이익은 각각 1,768 과 2,956 으로서, 할인계약 

사용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대부분 제조업체가 가져가는 결과를 보여준다. 

소매업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대이익이 1,767 에서 1,768 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노력수준을 증가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제조업체의 

이익이 632 만큼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경우, 할인계약 자체를 거부하고 

제조업체에게 추가적인 이익배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추가적인 이익 배분의 

방법으로서, 사전적으로 제조업체가 일정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과 

사후적으로 추가이익을 지급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본 절에서는 

할인계약으로 인한 초과이익의 대부분을 제조업체가 가져가는 이유와 

초과이익의 사전적/사후적 배분에서 발생하는 차이점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7.3.1. 초과이익에 대한 협상 

 

할인계약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이익은 각각 

1,767 과 2,325 이다. 제조업체가 (b,T)를 제시할 때, 이에 대응하는 

소매업자의 의사결정과 기대이익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제조업체의 

기대이익이 결정된다. (b,T)로 인한 소매업자의 기대이익이 1,767 이하일 

경우에는 소매업자가 할인계약을 거부하게 된다. (b,T)로 인한 제조업체의 

기대이익이 2,325 보다 작을 경우, 제조업체는 할인계약 자체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할인계약을 사용할 경우 실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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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feasible solution)은 소매업자 이익과 제조업체의 이익을 1,767 과 

2,325 이상으로 보장하는 (b,T) 조합이다. 

표 6.5.2.를 살펴보면 소매업자의 이익과 제조업체의 이익이 모두 

증가하는 구간이 존재한다. 가령 (25,100)에서 소매업자는 2,314 의 이익을, 

제조업체는 2,407 의 이익을 얻게 된다. 단위를 세분화한 표 6.5.3.의 

경우에도 (25,117)을 제시할 경우에는 소매업자는 1,888 의 이익을, 

제조업체는 2,830 의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 본 연구의 세팅에서 

계약관련 변수는 제조업체가 제시한다. 즉 제조업체는 다양한 (b,T)의 

조합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b,T)를 결정하게 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b,T)를 선택하게 되고, 이는 (23,120)이다. 

 

이렇게 제조업체가 대부분의 초과이익을 획득하는 현상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순차적 게임(sequential game)의 형태인 Stackelberg 

competition 의 성질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Tirole 88, Nicolson, 05). 

Stackelberg 모형은 게임을 구성하는 플레이어가 선도자(first-mover)와 

추종자(follower)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선도자가 특정의 의사결정을 

실시하면, 추종자는 선도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의사결정을 실시한다. 

선도자는 자신의 행동에 따른 추종자의 의사결정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세팅에서는 제조업체가 할인계약과 관련된 변수들을 

결정하고, 소매업자가 주어진 할인계약에 따라 주문량과 노력수준을 

결정한다는 형태로서 구현되어 있다. 

수량을 결정하는 소매업자가 구매가격까지 결정할 경우, 소매업자가 

모든 의사결정을 실시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공급사슬에서 독립된 

기업들의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공급사슬계약 관련 연구들은 

Stackelberg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Cachon & Zopkin 1999, Nagarajan 

& Bassok, 2008; Nagarajan & Sosic,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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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 연구의 분석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제조업체가 

(b,T)의 결정권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할인계약의 사용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대부분 제조업체가 가져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제조업체가 과다한 초과이익을 가져갈 경우, 소매업자는 자신의 

불이익에도 불고하고 할인계약을 포기한다는 위협을 통해 추가이익을 얻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매업자의 위협은 일종의 신빙성 없는 위협(incredible 

threat)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설령 소매업자가 주문량과 노력수준을 낮게 

결정할 것이라고 위협할 지라도, 일단 할인계약이 제시된 후에는 주문량과 

노력수준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소매업자 자신의 이익이다(1,767 에서 

1,768 로 증가).  

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조업체와 소매업자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경우에는 소매업자가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단기적 이익을 포기하고 

낮은 주문량과 노력수준을 결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신빙성이 없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신빙성있는 위협(credible threat)으로 

변화할 수 있는 초과이익 배분에 대한 협상관련 문제는 협조적 

게임(cooperative game)의 협상모형(bargaining model)이나 연합형성 

모형(coalition formation model)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Cachon & 

Netessine, 2004; Nagarajan & Sosic, 2008). 

 

7.3.2.  사전적 배분과 사후적 배분 

 

제조업체와 소매업자가 추가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추가이익의 

50%인 316 을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과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후적 배분의 경우에는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의사결정이 앞에서 분석된 형태와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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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추후에 제조업체가 추가이익인 632 의 50%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제조업체는 (23,120)의 할인계약을 제시하고, 제조업체와 

소매업자의 기대이익은 각각 2,084 와 2,640 이다. 공급사슬 전체의 

기대이익은 4,724 이다. 

사전적인 배분은 제조업체가 소매업자에게 2,084 이상의 기대이익을 

보장하는 할인계약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앞서 분석된 구간에서 제조업체가 

제시할 수 있는 (b,T) 조합의 구간이 좁아지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표 

7.3.1.에서는 소매업자에 대한 이익보장(1,767+316=2,083)으로 인해 

변화한 제조업체의 할인계약 선택구간이 나타나 있다. 소매업자에 대한 

추가이익을 보장한 후에 제조업체의 기대이익을 최대화하는 할인계약은 표 

7.3.1.에서 탐색된 (25,110) 부근을 추가 탐색하여 표 7.3.2.과 같은 

의사결정구간을 탐색하였다. 표 7.3.2.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24,107)의 

할인계약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기대이익은 각각 

2,090 과 2,632 이다. 공급사슬의 전체이익은 4,722 로 나타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후적 보장을 할 경우에는 할인계약으로 

인한 공급사슬의 최대 기대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사전적으로 소매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할인계약을 제시할 경우에는 공급사슬의 기대이익이 

줄어든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후적 보장의 문제점으로서, 제조업체가 

사후적으로 이익을 배분한다는 약속이 신빙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7.3.1.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제조업체와 소매업자의 관계가 1 기간으로 

종료될 경우, 제조업체는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약속파기가 다음기간에서의 소매업자의 

과소 판촉활동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사후적 보장이 신빙성있는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와 소매업자간의 장기적 관계가 전제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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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1. (b,T)의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5와 10단위) 

T      

 

b 

100 110 120 130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15 1,954 2,709 1,805 2,858 1,655 3,009 1,506 3,159 

20 2,113 2,599 1,912 2,797 1,712 2,999 1,513 3,199 

25 2,314 2,407 2,063 2,656 1,813 2,907 1,564 3,157 

30 2,555 2,136 2,258 2,435 1,958 2,736 1,659 3,036 

 

표 7.3.2. (b,T)의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1단위) 

T 

 

b 

105 106 107 108 109 110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소매 

업자 

제조 

업체 

20 2,012 2,699 1,992 2,719 1,972 2,739 1,952 2,759 1,932 2,779 1,912 2,797 

21 2,044 2,673 2,023 2,694 2,002 2,715 1,981 2,736 1,960 2,757 1,939 2,778 

22 2,078 2,644 2,056 2,666 2,034 2,688 2,012 2,710 1,990 2,732 1,968 2,754 

23 2,113 2,607 2,090 2,629 2,067 2,654 2,044 2,675 2,021 2,698 1,998 2,720 

24 2,150 2,571 2,126 2,595 2,090 2,632 2,078 2,643 2,054 2,667 2,030 2,691 

25 2,188 2,531 2,163 2,556 2,138 2,582 2,113 2,607 2,090 2,630 2,063 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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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정의 완화 및 확장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사용된 여러가지 가정에 대해 분석해보고, 

각각의 가정을 완화할 경우 도출된 결론에 얼마나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해본다. 구체적으로 판촉활동의 성과가 가산적 혹은 승수적일 경우, 

판촉활동 성과의 실현이 복수 일 경우, 판촉활동 비용함수의 형태에 관한 

논의, 할인계약과 수익공유계약의 차이점, 위험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CV 를 

사용한 분석 등을 다룬다. 

 

8.1. w 의 결정 

 

5 장과 6 장에서는 w 가 양자간의 계약에 의해 먼저 결정되어 

고정이라고 상정하고 할인계약 적용시의 b 와 T 의 결정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그러나, 도매가격인 w 의 결정은 소매업자와 제조업체 사이의 

이익의 배분과 관련된 주요한 요인이다. w 의 결정은 양자간의 협상결과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기업 내부의 고용자와 사용자 간의 인센티브 결정에 

있어서는 최적의 w 수준 결정이 주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비록 몇몇 

공급사슬계약 관련 연구에서는 w 를 계약관련 파라미터로 최적 w 의 결정을 

보류하고 있지만, 기업들 간의 이익배분을 위한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w 의 

결정은 주요한 전략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w 를 의사결정 변수로 직접 사용할 경우를 

상정하여, 앞 장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첫째, 비 

할인계약에서 수치분석을 실시하여 최적 w 를 탐색한다. 둘째, 할인계약에서 

w,b,T 를 동시에 반영하는 최적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유도한다. 또한, 

w,b,T 간의 관계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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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 할인계약에서의 w 의 결정  

 

우선 소매업자의 의사결정은 5.2 의 (1)과 동일하다. 제조업체의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w 의 제약조건은 외부 판매가격인 

p 보다 낮으며, 제조원가인 보다 커야 한다. Bertsekas(1982)의 방법에 

따라 구간이 존재하는 제약식을 2 개의 제약식으로 분해한다. 

 

목적함수  

                             

s.t.        

라그랑지언 함수  

                                                     

최적화 필요조건  

        
      

  
    

      

  
            

                           

        

           

 

최적화 충분조건  

      가 오목함수: 가 음정치(negative definite)  

     (부등호 제약식)이 볼록함수(convex function): 제약식이 선형이므로 

볼록함수임  

 

6.2 에서 사용된 공급사슬의 최적해 탐색 프로세스에서 소매업자의 

의사결정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w 의 값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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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1. 제조업체의 w결정  

w q e 소매업자 

기대이익 

제조업체 

기대이익 

공급사슬 

기대이익 

60 0.94 0.61 16.3011 9.4000 25.7011 

65 0.78 0.53 12.0179 11.7000 23.7197 

70 0.63 0.45 8.5160 12.6000 21.1160 

75 0.50 0.36 5.7013 12.5000 18.2013 

80 0.38 0.28 3.5085 11.4000 14.9085 

85 0.27 0.19 1.8848 9.4500 11.3348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조업체는 자신의 기대이익을 

최대화하는 w=70 을 결정하게 되고, 소매업자는 w 에 따라 주문량과 

노력수준을 각각 0.63, 0.45 로 결정하게 된다. 

 

(2) 할인계약에서의 w, b, T 의 결정  

 

5 장의 할인계약 분석은 w 가 이미 결정되어 주어진 것으로 보고, 

b 와 T 를 결정하는 형태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w,b,T 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의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5 장에서 

제시된 목적함수에서 w 에 관한 제약조건이 추가된다.  

 

목적함수  

                                     

s.t.             

 

라그랑지언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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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필요조건  

     
   

  
    

   

  
   

   

  
             

       
   

  
          

   

  
     

       
   

  
   

   

  
           

                                   

             

                

 

최적화 충분조건  

      가 오목함수: 가 음정치(negative definite)  

     (부등호 제약식)이 볼록함수(convex function): 제약식이 선형이므로 

볼록함수임  

 

w, b, T 는 모두 제조업체의 기대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하나의 기대이익 값에 대해 여러 조합의 (w,b,T)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 개의 제품에 10 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과 100 개에 15 의 도매가격과 

100 개의 추가분에 대해 개당 5 의 할인을 실시하는 것은 동일한 기대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b 와 T 는 w 의 함수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목적함수의 복잡성으로 인해 w,b,T 간의 관계를 동시에 closed form 으로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는 우선 w 를 결정하고 고정된 것으로 상정한 

후에 b 와 T 를 결정하는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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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판촉활동의 결과가 승수적일 경우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판촉활동을 실행할 경우에 그 결과가 

전체매출에 가산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여러 정리들을 도출하였다. 

그런데, 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가산적 효과가 아니라 승수적 효과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Petruzzi & Dada(1999)의 경우 승수적 효과를 사용하면 

수요자체의 불확실성이 증폭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Chiu et al.(2011)은 

승수적 효과와 가산적 효과에서 제약조건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에 따르면 소매업자의 입장에서 

실현되는 유효수요는 수요의 불확실성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D)와 

판촉활동의 결과(Y)로 이루어지는데, 가산적 관계에서는 판촉활동이 성공할 

경우의 유효수요는 D+Y = D +  이며, 실패할 경우는 D+Y = D 이다.  

승수적 관계의 경우에는 판촉활동이 성공할 경우에는 최종수요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실현되는 수요의 일정 비율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장수요가 D 라고 가정할 경우, 가산적 관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수요는 D+  α이다. 승수적 관계에서는 D*(1+α )이 

된다. 두 가지의 관계에 있어서의 주요 차이점은 판촉활동의 결과치가 

고정적이냐 혹은 변동적이냐 하는 점이다. 즉 가산적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수요의 불확실성에 무관하게 판촉활동의 효과는 고정되지만, 승수적 

관계에서는 판촉활동 성공시의 결과가 수요의 불확실성에 의해 변동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승수적 관계에서는 판촉활동이 성공할 경우 D *(1+Y ) = D +D*   

이며, 실패할 경우에는 D *(1+Y ) = D 이다. 판촉활동의 효과가 기대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판촉활동이 성공했을 경우 즉,  (   |  α)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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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가산적일 경우와 승수적일 경우의 기대이익을 나타내면 각각 

다음과 같다. 

 

i)판촉활동효과가 가산적일 경우 

 (   |  α)                          

       ∫       
  α

 ∞
              

 

ii)판촉활동효과가 승수적일 경우 

 (   |  α)               (
 

   
)  

             ∫       
 

   

 ∞
             

 

이를 바탕으로 하여, 판촉활동이 성공할 경우와 실패할 경우의 

차이인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i)판촉활동효과가 가산적일 경우 

    (   |  α)       |           ∫     
 

  α
     

 

ii)판촉활동효과가 승수적일 경우 

    (   |  α)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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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기업의 기대이익은 판촉활동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의 기대이익, 판촉활동비용, 그리고   의 값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가산적일 경우와 승수적인 경우 모두 소매업체의 기대이익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θ         

 

실제 소매업체의 최적 의사결정을 도출하는데 있어   이외에   의 

미분값도 사용되었다. 이를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i)판촉활동효과가 가산적일 경우 

   

  
                       

ii)판촉활동효과가 승수적일 경우 

   

  
               

 

   
     

 

위의 식을 이용하여, 일양분포(U[0,1]) 하에서의   를 구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i)판촉활동효과가 가산적일 경우 

         
 

 
          

ii)판촉활동효과가 승수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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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성과실현이 복수 혹은 연속일 경우  

 

앞에서의 분석은 소매업자가 판촉활동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인 

Y 는 0 이거나 혹은   의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판촉활동의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일 경우도 있으며, 연속적인 구간일 수도 

있다. 본 절에서는 성과실현의 값이 복수 혹은 연속일 경우를 분석한다. 

우선 성과실현이 두 가지 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θ     (   |  α)  (  θ   )       |      

      (   |  α)       |           ∫ Φ   
 

  α
   

                    θ        

 

성과실현이 n 개의 경우를 가진다고 가정하면 이익의 기대값과 기타 

관련 항목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우선 성과실현의 불확실성인 

θ와   에 따라               가 결정되는 확률밀도함수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  |θ  ) 라 정의한다. 확률밀도함수의 성질로부터 

∑  (  |θ  ) 
     이 성립한다.      일 경우 즉 여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촉활동의 성과가 0 일 경우를 정의하면, 기업의 기대이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θ  ) 
         |       

           |           |              ∫ Φ   
 

    
   

                   ∑  (  |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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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판촉활동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기업의 이익은    의 합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결국 판촉활동의 결과가 복수개가 존재할 지라도, 

기업의 기대이익은 각각의 성과의 실현치인   와 성과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의 차이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의 결과 만을 

가지는 모형이 복수개의 결과를 가지는 모형의 기본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θ  )가 θ   에 대해 선형관계를 가지고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 즉  (  |θ  )     (  |θ  )  θ    
 

   
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식을 더욱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 

 

                   θ    ∑
   

   
 
     

 

성과의 실현이 연속적인 구간에서 가능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우선 성과실현이 0 에서 무한대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변수를 도입할 수 있다.  

 

  (  α )   ( |θ  ), α  [  ∞  , ∫  ( |θ  )  
∞

 
    

 

이를 이용하여 기업의 기대이익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 ∫  ( |θ  )      
 

   
    

 

 
  

 

수요가 U[0,1], 판촉활동이 U [θ  θ   ] 일 경우 기대이익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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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실현이 복수 혹은 연속일 경우에도 기업의 기대이익은   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부분의 값을 변화시키면 결과치가 두 가지 일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8.4. 판촉활동 비용의 성질  

 

소매업자의 입장에서 판촉활동의 수준에 따른 비용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판촉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비용이 증가하거나(convex) 

혹은 한계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concave). 이러한 판촉활동과 관련된 

비용함수의 형태는 판촉사원의 활용과 관련된 마케팅연구에서 연구되어왔다 

(Basu et al., 1985;, Lal & Srinivasan, 1993; Rao, 1990; Taylor, 2002). 

기업의 총비용함수의 형태는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고려할 경우 

concave 한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런데, 판촉활동의 주요 연구대상이라 할 수 

있는 판촉사원의 연구에서는 주로 대리인-위임자 모형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판촉사원이 투입하는 시간과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금전적 

보수에 대응하는 효용함수 간의 관계를 주로 분석한다. 즉, 회사가 금전적 

보수를 지급할 때, 판촉사원은 금전적 보수액에 따라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 보수에 상응하는 판촉사원 개인의 효용함수에 따라 

시간투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여러 실증연구에 의하면 판촉사원의 효용함수는 concave 의 형태를 

취한다(Basu et al., 1985). 예를 들어, 기업이 10 만원을 지불하면 

판촉사원은 1 시간을 판촉활동에 투입한다고 가정하자. 기업이 2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판촉사원이 느끼는 효용은 10 만원의 2 배가 보다 작다. 따라서, 

판촉사원은 2 시간보다 작고 1 시간보다 큰 시간을 투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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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 비용을 투입할 경우 산출되는 판촉사원의 

노력수준은 concave 하게 증가하게 된다. 이를 판촉사원의 노력수준을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의 관점으로 볼 경우, 판촉활동의 증가를 위한 

비용함수는 convex 형태를 취하게 된다. 많은 연구들이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판촉활동의 비용은 convex 를 가정하고 있다 (Rao, 1990; Taylor, 

2002; Cachon & Lariviere, 2005). 

판촉활동의 비용은 판촉활동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판촉활동관련 비용이 convex 일 경우 판촉활동의 효율성은 노력에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할 수 있으며, concave 일 경우에는 판촉활동의 

효율성이 노력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판촉활동 자체의 증가가 

선형이 아닐 경우에는 판촉활동 변수를 선형 변수로 변환 (linear 

transformation)하여 이에 대응하는 비용함수의 형태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판촉활동 자체는 선형의 함수로 두고 판촉활동비용함수의 형태만을 

통하여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Taylor, 2002). 

그런데,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판촉활동과 관련된 고정비가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비용함수가 concave 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혹은 

한계비용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S 자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대하여 concave 함수의 형태인           √ 의 경우에 기업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가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우선 판촉활동이 

convex 일 경우와 concave 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최적화조건이 성립하다. 

 

i)판촉활동 비용이 convex 일 경우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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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판촉활동 비용이 concave 일 경우 

       

  
 

       

  
     

   

  
  

                              -      }=0  

       

  
     

 

√ 
      =0 

 

위의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주문량 자체는 판촉활동 수준이 

주어질 경우 동일하지만, 판촉활동의 수준은 convex 의 경우   
    

  
 이며, 

concave 일 경우    
  

    
   이다. 이를 이용하여 U[0,1]에서 concave 일 

경우 최적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4.1. 판촉활동 비용이 concave일 경우 

 
주문량 결정 판촉활동 수준 결정 

최선해    
      

     
            

   

                
    

공급사슬    
     

     
            

   

                
    

Bd 계약    
       

     
            

   

                
    

Br 계약*    
       

       
            

   

            
      

 
     

    

*Br 계약은 리베이트 계약일 경우 

 

지수분포일 경우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판촉활동 관련 비용의 

형태에 따른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우선 판촉활동 비용이 오목할(concave) 

경우에는 판촉활동의 효과가 판촉활동 노력수준인 e 에 대해      만큼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판촉활동 비용함수가 오목할 경우에 

노력수준의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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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활동 비용함수가 선형일 경우에는 판촉활동의 효과와 비용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구간별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판촉활동 관련 비용의 형태에 따른 의사결정은 그림 7.3.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8.1. 판촉활동 비용의 성질에 따른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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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암묵적으로 판촉활동 고려시 언제나 기대이익이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판촉활동 비용에 

고정비 등이 존재할 경우, 판촉활동의 반영은 오히려 기대이익에 부의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판촉활동 반영시 최적 의사결정에서 오히려 

기대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8.5. 할인계약과 수익공유 계약  

 

본 연구에서 제시된 두 가지 형태의 할인계약들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공급사슬 계약들이 존재한다. 우선 비교를 위하여 많이 연구되는 

공급사슬계약의 형태인 수익공유 계약의 경우를 비교해 보도록 한다. 

우선 판촉활동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소매업자와 제조업자의 

기대이익은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수익공유계약의 경우 소매업자의 수익함수를 

공급사슬 전체 수익함수의 선형종속의 형태로 변화시킴으로써 공급사슬의 

최적화를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판촉활동을 고려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최적화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판촉활동을 고려할 경우의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기대이익은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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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매업자의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 

 

       

  
    

       

  
 θ    

   

  
     

 
       

  
       θ         

 

수익공유 계약의 경우 최적 판촉활동 수준보다 (1-  ) 만큼 작은 

판촉활동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U[0,1]을 가정할 경우 상황별 주문량과 

판촉활동 수준은 아래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8.5.1. 상황별 주문량 및 판촉활동 수준의 결정 

 
주문량 결정 판촉활동 수준 결정 

최선해    
      

     
            

                

   
  

공급사슬    
     

     
           

                

   
  

Bd 계약    
       

     
           

                

   
  

수익공유 

계약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각 상황하에서의 최적 의사결정과 기대이익을 

구해보면 표 8.5.2 와 8.5.3 과 같다. 

표 8.5.2.을 살펴보면 수익공유 계약의 경우 판촉활동 수준을 

적정하게 최적화시키지 못하여, 판촉활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공급사슬을 조정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8.5.2. 의 구간 

하에서는 할인계약보다 수익공유 계약이 훨씬 높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표 8.5.3.의 구간에서는 수익공유계약보다 할인 계약이 더 높은 

수익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익공유계약은 주문량은 

최적화하는 반면, 판촉활동 수준에 대해서는 미약한 수준의 조정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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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할인계약은 판촉활동 수준에 대해서는 강한 

인센티브 효과를 나타내지만 주문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어떠한 계약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최적인가 하는 것은 판촉활동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8.5.2. 상황별 최적 의사결정 및 공급사슬의 이익(w=75) 

 
주문량 판촉활동 

소매업자 

기대이익 

제조업체 

기대이익 

공급사슬 

기대이익 
b 

최선해 0.7143 0.0000 
  

17.8571 
 

0.8338 0.7967 
  

20.5312 
 

공급사슬 0.3571 0.0000 4.4643 8.9286 13.3929 
 

0.4099 0.3516 4.9851 10.2472 15.2323 
 

Bd 0.4894 0.0000 5.6059 10.4816 16.0874 9.2597 

0.5669 0.5165 6.7296 11.7011 18.4307 9.2597 

Br 0.4920 0.0000 5.9824 10.1451 16.1275 18.5800 

0.5323 0.5234 6.4403 11.4015 17.8418 12.3900 

R-S 0.7143 0.0000 8.9286 8.9286 17.8571 
 

0.7689 0.7286 8.8763 11.5308 20.4071 
 

주요 파라미터: 수요 U[0,1], p=100, s=30, c1=50, w=75,  =1, c2=10, a=0.15,  =0.2   

 

표 8.5.3. 상황별 최적 의사결정 및 공급사슬의 이익(w=70) 

 
주문량 판촉활동 

소매업자 

기대이익 

제조업체 

기대이익 

공급사슬 

기대이익 
b 

최선해 0.5625 0.0000 
  

12.6563   

0.6695 0.7134 
  

14.7430   

공급사슬 0.3750 0.0000 5.6250 5.6250 11.2500   

0.4409 0.4390 6.4152 6.6128 13.0280   

Bd 0.4110 0.0000 5.8928 5.8453 11.7382 2.8800 

0.4848 0.4917 6.8841 6.7392 13.6234 2.8800 

Br 0.4347 0.0000 6.2025 5.8005 12.0030 8.4500 

0.4740 0.4878 6.7907 6.6982 13.4890 3.4500 

R-S 0.5625 0.0000 2.5313 10.1250 12.6563   

0.5807 0.1214 2.6023 10.7036 13.3059   

주요 파라미터:수요 U[0,1], p=100, s=20, c1=55, w=70,  =1, c2=10, a=0.1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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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교를 본 연구의 할인계약과 공급사슬의 일반계약으로 

확장시킬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추할 수 있다. 우선, 기존에 

연구되어온 공급사슬 계약과 관련하여 기업활동의 실현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를 반영하여 모형을 설정할 경우 기업들은 훨씬 높은 수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일양분포를 가정한 최적 판촉활동과 주문량의 비교와 

수치대입적 방식을 적용한 결과, 판촉활동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모형이 

공급사슬에 더 높은 이익을 가져다 줌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수익공유계약과의 비교에 있어서, 수익공유 계약의 경우 주문량은 

조정할 수 있지만 측정불가능한 성과에 대해서는 조정이 미약하다. 

할인계약의 경우 소매업체의 판촉활동에 대한 강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파라미터에 따라 (기업의 상황에 따라) 수익공유계약 혹은 

할인계약이 더 높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기업은 판촉활동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8.6. CV 에 따른 분석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불확실성의 주요 요소는 판촉활동으로 인한 

성과의 불확실성이다. 6 장의 실험계획에서 판촉활동의 생산성( )과 판촉활동 

성공시 수요증가( )가 변화할 경우, 기대이익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위험성에 대한 지표로서 CV 를 

사용하여,   에 따라 위험성이 높은 상황과 낮은 상황을 분류한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서 기대이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다. 

CV(coefficient of variation)은 변동성의 상대적인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이다(Hopp & Spearman, 2008).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분산이 사용되는데, 분산은 변동성의 절대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그런데 변동성의 절대 크기 보다는 상대적 크기가 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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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자동차 본체 길이의 변동성과 볼펜심의 변동성을 

동일한 척도로 비교할 수는 없다. CV 는 이와 같이 변동성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로 정의된다. 

                 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도할 수 있다. 

 

      

       
 

          

      
 

      

  
   

 

위의 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와 CV 의 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 

 

   

  
 

              

     
  

 

   
   

 

즉,  가 증가할수록 판촉활동으로 인한 성과, Y 의 변동성의 상대적 

크기(CV)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 낮을수록 상대적 위험성은 

커지며,   가 높을수록 상대적 위험성은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표 8.5.1.은 

6 장의 실험에서 상대적 위험이 작을 경우(  가 높을 경우)와 상대적 위험이 

클 경우(  가 낮을 경우)를 비교한 것이다.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위험성이 

증가할 경우에는 주문량, 판촉활동,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기대이익 모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8.6.1. 위험성이 증가할 경우 주요 의사결정 변수의 변화 

 

주요 효과 

절대량 감소 % 감소 

주문량 0.0237 3.93% 

판촉활동 0.1037 23.06% 

소매업자 기대이익 0.7039 5.25% 

제조업체 기대이익 0.5875 3.96% 



-133- 

 

앞에서는 Y 에 대한 변동성을 살펴보았는데, 추가로 기대이익의 

변동성에 따른 분석도 간략하게 실시한다. 우선 다음과 같은 기호를 

정의한다. 

 

          |    

                

     |            |                         

 

    의 CV 는 다음과 같이 확률변수의 함수의 기대값 정리를 

이용하여 유도할 수 있다. 

 

                    
   

    
         

[       ] 
 

          
 

        
   

 

 와 CV 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에 있어서  와 CV 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i)  가 증가할 경우 CV 가 증가하는 구간:            |            |      

(ii)  가 증가할 경우 CV 가 감소하는 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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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   문 

 

9.1.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판촉활동 

성과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판촉활동 노력의 효과는 판촉활동의 

성공확률(  )과 판촉활동 성공과 실패시의 기대이익 차이(   )의 곱에 

비례한다.   는 주문량(q)의 함수(      ∫     
 

  α
  )로서, 노력수준(e)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주문량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을 통해 주문량이 

고정되었을 경우 판촉활동 노력의 효과를 전체 모형에서 분리하여 보다 

간단한 모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둘째, 공급사슬의 당사자인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의사결정변수 

전부에 대해 가정을 최소화하여, 보다 일반적인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계약이론 관련 문헌과 공급사슬 계약관련 문헌들이 

의사결정 변수의 구간에 대해 암묵적인 가정을 통해 비제약 최적화 기법들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을 제거하고 명시적으로 의사결정 

변수의 구간을 모형에 반영하여 제약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고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유도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의사결정 변수가 구간의 

가장자리에 존재할 경우 발생하는 구석해(corner solution)의 존재로 인해 

왜곡될 수 있는 연구결과의 왜곡가능성을 제거한다. 또한 대부분의 공급사슬 

계약관련 문헌들이 제조업체의 의사결정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변수로 

가정하고,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간의 협상과 관련된 계약관련 변수의 결정은 

자의적 배분(arbitrary splitting)에 따른다고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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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의사결정 변수 모두를 반영한 모형을 제시하고, 

수치적 분석을 통해 최적해를 탐색한다. 

셋째, 수치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판촉활동 노력관련 불확실성을 

반영할 경우에 기대이익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할인계약은 

공급사슬의 성과왜곡을 적절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표 6.3.2.에 

나타난 상황별 기대이익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판촉활동의 

불확실성을 반영할 경우에 최선해와 공급사슬의 기대이익은 각각 11.11%, 

12.97% 증가한다. 공급사슬에서 할인계약을 사용할 경우 할인계약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소매업자, 제조업체, 공급사슬 전체의 

기대이익은 각각 11.40%, 61.12%, 45.54% 증가한다. 할인계약의 효율성은 

95.59%로서 할인계약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인 65.68%에 비해 상당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판촉활동 노력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주요 이슈로 고려될 만큼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정한 

계약 형태의 선택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넷째, 실험계획법의 요인 설계를 통해 모형에서 사용된 주요 

파라미터들이 기대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대부분의 

계약관련 모형들이 민감도분석을 실시하거나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다양한 파리미터 군을 포괄할 수 있는 실험계획법을 통해, 

파라미터들이 기대이익에 미치는 변화를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표 6.4.3 와 표 6.4.5 는 실험계획법에 따른 네 가지 요소 

(F1:판촉활동 성공시 매출증가, F2: 판촉활동 성공가능성, F3:수요의 분산, 

F4: 제조업체와 소매업자간의 이익배분율)들이 의사결정 변수들과 

기대이익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업이 여러 

환경변수가 기대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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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줌으로써,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전략 선택에 주요한 판단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요소들의 결합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환경요인에 따른 계약 

종류 선택의 컨틴전시(contingency)를 제시한다. 결합효과 분석(표 6.4.6, 

표 6.4.7,) 에 따르면 수요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경우, 판촉활동노력의 

불확실성 반영의 효과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최선해 약 20%, 공급사슬 약 

30%). 이러한 사실은 매출액의 변동이 크고 불확실한 경영상황인 기업이나 

산업의 경우 할인계약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큰 기업이나 산업에서는 할인계약을 사용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판촉활동 불확실성을 반영할 경우 할인계약이 최선해를 

달성할 수 없음을 수치적 분석을 통해 보였다. 즉, 우리가 다룬 모형에서 

할인계약이 판촉활동 불확실성을 반영한 공급사슬을 최적화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성과실현의 불확실성이 공급사슬 계약의 

효과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몇몇 연구의 예측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는 단편적으로 지적되어온 내생적 불확실성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할인계약으로 발생하는 추가이익의 배분에 대해 사전적 배분과 

사후적 배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전적 배분은 

단기간의 관계에도 유효하지만, 전체 최적을 이루지 못한다. 사후적 배분은 

전체최적을 이룰 수 있지만, 장기간의 관계에서만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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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Research Question 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Research Question 들을 다룬다: (1) 

판촉활동 성과의 불확실성이 공급사슬의 최적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2) 

판촉활동 성과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공급사슬에서 할인계약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앞 절에서 요약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판촉활동 

성과의 불확실성을 노력의 성과실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과 성과의 측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으로 정의하고, 수요의 실현구간 설정에 의해 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판촉활동을 공급사슬에 적용할 경우, 주문량의 의사결정에 대한 

왜곡과 더불어 판촉활동 수준의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 

의사결정의 최적화를 위해서 단일 의사결정 변수에 대한 최적화가 아닌 복수 

의사결정 변수들의 최적화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최적화 기법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복수의 의사결정변수들을 비선형 

제약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최적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모형은 공급사슬 

의사결정에 있어서 암묵적으로 가정되어 왔던 여러 가지 가정들을 

최소화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치적 

분석을 통하여, 판촉활동의 반영이 의사결정 변수들과 기업의 기대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판촉활동관련 노력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기업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당연하다고 가정되어온 성과실현과 측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실제로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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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활동 노력과 성과 측정간의 불확실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과소하게 실시되는 공급사슬의 판촉활동 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기존의 전략과 차별화되는 

판촉활동 관련 공급사슬 전략의 수립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할인계약의 사용이 판촉활동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한 공급사슬의 성과왜곡을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독립된 두 기업들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공급사슬에서의 

의사결정 왜곡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급사슬 계약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분석 결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노력과 성과 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기존의 공급사슬 계약의 효과가 상당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급사슬 조정효과가 강하다고 인식되는 

계약들(할인계약 등)이 판촉활동 불확실성으로 인한 왜곡에 더욱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수리적 모형으로 다루어지는 공급사슬 

계약들이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치열한 경쟁상황과 급변하는 기업 환경하에서 기업 행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확실성보다는 불확실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실적인 기업의 

행태를 연구하는 기존의 연구들이 고려하지 못한 주요한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행위에 있어서의 내생적 및 외생적 불확실성들을 

반영한 모형을 수립하고, 이러한 고려 하에서 기존의 계약 형태들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불확실성 하에서의 공급사슬 의사결정의 왜곡을 완화할 수 있는 할인계약의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공급사슬에서 기업과 기업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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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계약의 선택은 기업의 범위를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전략에 

있어서의 전략적 선택 중에 구조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Miller & Roth, 

1994; Rosenzweig & Easton, 2010). 이러한 전략적 선택에 대해 본 

연구는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직접적으로 최적화 의사결정을 탐색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통해, 경영자들은 공급사슬의 

계약 형태의 선택에 대한 보다 충분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9.3. 한계 및 추후 연구방향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 및 그에 따른 추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몇몇 변수들을 주어진 파라미터로 가정하였다. 판매가격의 경우,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 변수로 다루어질 수 있지만, 

연구모형에서는 외부적으로 주어진 파라미터로 사용하였다. 또한, (b,T)의 

결정에 있어서, 도매가격인 w 는 제조업체와 소매업자의 협상으로 미리 

결정되어 (b,T)의 계산에서는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모형의 설정 

및 결과 해석에서의 간략화를 위해 이러한 변수들을 파라미터로 

사용하였지만, 위의 변수들은 공급사슬의 의사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서 향후 직접적으로 의사결정 변수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w 와 (b,T)의 동시 결정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동적 패턴을 

파악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조업체간의 경쟁 혹은 소매업자 간의 경쟁과 같은 경쟁상황 

하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조업체와 소매업자 간의 협상에 있어서, 

협상대상자가 유일한가 혹은 복수인가 하는 문제는 다양한 형태의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체와 소매업자가 각각 1 개씩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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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w 와 p 가 시장에서 결정되어 주어지며, 소매업자와 

제조업체는 두 변수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점 상황과 같이, 소수의 기업들이 경쟁할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두 개의 소매업자들에 대해 

제조업체가 다른 형태의 계약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쟁상황에서의 

분석은 신제품과 같이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경우에 유효할 수 있으며, 

추후 연구에 의해 흥미로운 분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할인계약의 효과와 다른 계약들의 효과에 대한 비교를 통해, 

판촉활동 불확실성에 따른 계약 선정에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할인계약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수익공유계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할인계약이 판촉활동 불확실성으로 인한 공급사슬 

왜곡의 조정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수치적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최선해에서의 기대이익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도 분석되었다. 

공급사슬 조정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계약들이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다른 형태의 계약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급사슬에서의 최선해를 

달성할 수 있는 계약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단일기간을 고려한 모형으로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기적 협력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 단일기간의 분석은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 협력관계의 구축이 공급사슬 

구성원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복수의 기간을 

고려한 분석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장기적 관계의 문제는 

7 장에서 다루어진 바와 같이 초과이익의 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수의 기간에서의 의사결정 변화와 초과이익의 배분 프로세스에 대한 

추가 연구는 궁극적인 공급사슬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추후 

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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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exist various kinds of uncertainties in supply chain relationship. Among 

others, promotion efforts, which account for the majority of marketing costs, bring about 

significant uncertainty in measuring performance and sharing costs. 

While agency theory have addressed a wide range of issues such as goal 

congruence, measurement and performance uncertainty, the literature on supply chain 

contracts have mainly considered exogenous uncertainty such as demand uncertainty, 

assuming that endogenous factors such as promotion efforts are deterministic. Some 

researchers point out that unobservability of performance or enforceabil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supply chain behaviors, causing notable distortions in previous 

research results. 

Incorporating endogenous uncertainty into the context of supply chain 

contracts, this study proposes supply chain decision model to simultaneously consider 

promotion uncertainty and demand uncertainty. Specifically, we examine two research 

questions; (1) does promotion uncertainty influence the optimization of supply chain? (2) 

What is the effect of discount contract on supply chain with promotion uncertainty?  

Regarding the first question, the stochastic relationship between promotion 

efforts and performance is reflected in newsvendor model with demand uncertainty. The 

base model includes two decision variables such as order quantity and promotion effort 

level, and is used to derive the first best solutions optimizing the effects of two 

uncertainties. In the supply chain model, decision variables for retailer are order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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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omotion effort level, while those for manufacturer are contract features such as 

bonus rate and target level. Stackelberg approach is used to investigate distortions from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firms. As a way to optimize each model, we derived 

necessary conditions and sufficient conditions. Numerical analysis allows us to identify 

the first best solutions and supply chain distortion at each parameter set.  

Regarding the second question, we examine how much the supply chain 

distortion decreases when discount contract is used. Whereas the potential effect of 

promotion uncertainty on supply chain contracts has been noted, few studies have 

specifically investigated which contracts can reduce the distortion from promotion 

uncertainty. Numerical analysis shows that discount contrac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reducing the distortion from endogenous uncertainty such as promotion uncertainty.  

This study is organized in the following order. Chapter 2 reviews the previous 

literature on supply chain contracts, promotion, and contract theory. In Chapter 3, major 

components of research model such as demand uncertainty, promotion uncertainty, 

unobservability of promotion, discount contract are defined and discussed. The first best 

solutions to achieve global optimality are discussed at Chapter 4. As an effort to 

strengthen methodological rigor, ranges of decision variables are specified as boundary 

conditions. Chapter 5 analyzes behaviors in supply chain and the effect of discount 

contract on supply chain coordination. In Chapter 6, numerical analysis is conducted to 

search for optimal solutions at each research setting. Experimental design approach is 

used to identify how major parameters are related with decision variables and expected 

profits. Four major factors include the effect of promotion, promotion productivity, 

demand distribution, and revenue sharing ratio. Chapter 7 verifies whether discount 

contract can achieve the first best solutions. In addition, the negotiation on extra profit 

from discount contract is briefly discussed. Further discussion on assumptions and 

extensions appear in chapter 8. This chapter includes decision on w, multiplicativity of 

promotion effect, continuity of promotion effect, shape of promotion cost, coefficient of 

variation. 



-147- 

Major results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with promotion 

uncertainty, the effect of promotion efforts is proportional to the product of the 

productivity of promotion, and the difference between expected profit at promotion 

success and that at failure. Second, necessary conditions and sufficient conditions to 

optimize the supply chain are derived, minimizing assumptions and reflecting realistic 

conditions. Third, according to numerical analysis, promotion uncertainty has a positive 

effect on expected profits and the distortion from promotion uncertainty is significantly 

reduced when discount contract is used. Fourth, experimental design results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factors and expected profits. In addition, the contingency 

between contractual form and environmental parameters can be recognized in the 

analysis on mixed effects. Fifth, a thorough numerical analysis verifies that discount 

contract cannot achieve global optimality in the supply chain with promotion 

uncertainty. In addition, ex-post sharing turns out to be a better way to share extra 

profits than ex-ante sharing.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in the following ways. First, our 

research model incorporates performance uncertainty and unobservability in the context 

of supply chain. By doing so, we decompose endogenous uncertainty in the supply chain 

and verify that such an uncertainty may causes distortions in previous research outcomes. 

Second, simultaneously considering two types of uncertainties, promotion uncertainty 

and demand uncertainty, our research proposes a more realistic and comprehensive 

decision model on the supply chain. In doing so, two research streams, which have been 

developed independently, are integrated. Lastly, as an implication for business managers, 

this research presents guidelines on how to cope with the ambiguity between efforts and 

performance. In addition, our model sheds light on the choice of contractual forms in the 

supply chain. 

 

Keywords : Supply chain contract, promotion effort, performance uncertainty, 

unobservability, discount contract, numerical analysis 

Student ID : 2009-3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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