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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자연재해, 테러 및 사고와 같이 공급망의 운영 중단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의 발생 빈도 및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증가하는 위험요인의 

발생에 대비하여 공급망의 특성을 감안한 공급망 설계 및 운영 측면의 대응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예측정보 기반 확률적 위험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동적 할당 모형을 수립하였다.  

기존의 정적 할당 모형을 이용한 고정 할당 전략은 일정량의 재고를 상

시 보유하는 데 반해, 본 모형은 예측 가능한 위험의 위험예측정보에 대응하

여 동적으로 할당량을 결정함으로써 상시 보유할 재고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공급망 중단을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을 분류하고, 위험예측

정보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예측기간별 위험예측정보의 발생 및 변동 여부

와 예측기간 내 위험발생 확률분포로 구성되는 위험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

한, 간선수송 시 리드타임을 고려한 2계층 공급망을 가정하고, 예측기간의 첫 

주기 간선할당량을 결정하는 동적 할당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위험예측정보에서 도출한 다양한 상황을 동적 할당 모형에 적용

하여 최적 첫 주기 간선할당량을 도출하는 유전 알고리즘 기반의 hybrid 알

고리즘을 개발하고, 현실적 위험예측정보의 발생상황을 모사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본 모형의 효과를 평가하고, 고정 할당량을 산출하는 정

적 할당 모형과 비교를 수행하여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위험예측정보 대

응 전략으로써, 고정 할당 모형을 이용한 전략과 고정 할당 모형과 동적 할

당 모형을 혼합한 전략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소규모 네트워크 및 현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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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에서 평가한 후, 최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위험예측정보의 확률적 위험발생가능성을 고려한 동

적 할당 모형을 이용함으로써, 상시 보유 재고량을 감소시키고 재고관리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 위험발생가능성이 급증한 상황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용함으로써, 재고보유로 인한 기회비용의 손

실을 최소화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공급망 중단, 동적 할당 모형, 유전 알고리즘 기반 hybrid 알고리즘,  

위험예측정보, 확률적 위험 

학번: 2009-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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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급속한 세계화의 진전과 국가 간 경제교

류 장벽이 완화되면서, 활동 범위가 지역 또는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다국적 

기업이 출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자재의 공급 및 제품 판매를 위해 전 세

계를 대상으로 생산 및 배송 네트워크(production and distribution network)가 형

성되면서, 이와 관련된 공급망(supply chain)은 점차 복잡하고 광범위해지고 있

다. 

 세계 물류시장의 규모는 2004년 이후 연평균 3.9% 성장해오고 있음을 

<그림 1-1>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세계적 추세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경제공동체 출범으로 인해 국제 물동량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한국교통연구원 (2011) 

<그림 1- 1> 세계 물류시장 규모 및 성장 추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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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은 공급망의 효율적인 관리가 기업경영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공급망 관리전략(supply chain management: 

SCM)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공급망 내 물류 관련 기존의 연구들은 물류 네트워크 설계 및 배송, 재

고 관련 전략의 연구를 수행하여, 다양한 유형의 전략을 도출하였으며, 대표

적으로 JIT(just in time) 시스템 및 Kanban 시스템 등이 있다. 

하지만 효율성을 추구하던 공급망 운영은 위기 상황 발생 시에 취약점을 

보이며 사소한 사고로도 큰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2000년 미국 앨버커키의 

전자부품 공장의 단순 화재로 인해서 에릭슨사가 약 4억 US$의 손실을 보고 

휴대전화 사업을 축소한 사례 2는 대표적인 공급망 위기로 인한 피해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공급망 위기의 원인으로는 첫째, 기업들이 재고최소화 및 생산효

율화를 추구함에 따라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공급망 전체의 

탄력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공급망의 글로벌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수요변동, 경제위기로 인한 협력업체의 도산, 자연재해, 테러 등 내∙외부 위험

요인들이 공급망의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이 커졌고, 그 빈도와 파괴력 또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증대되고 있다.
3
  

특히, 외부 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망의 일시적인 단절이 발생

할 경우 공급망 운영의 중단을 발생하게 되며 이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급

망 전체로 피해가 파급될 수 있다. 공급망 중단을 야기하는 외부 위험요인들

로는 자연재해, 테러, 사고 등이 있으며, 이들의 빈도 및 강도 또한 점차 증

가되고 있다.  

                                            
2
 Norrman and Jansson (2004) 

3
 삼성경제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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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요인으로 인한 공급망 중단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다각적인 전략

이 연구되었으며, 전략의 수준에 따라 전략적(strategic), 전술적(tactical), 운영

적(operational) 전략으로 구분하고, 전략의 계획 기간 ∙ 결정 요소 등에 따라 

다양한 대응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원인 재해상황 주요피해 

자연재해 2010.4 

아이슬란드 

화산재 분화 

- 유럽 대부분 공항 폐쇄 

- 한국 수출 차질 101 million US$ 

- 전 세계 항공사 1.7 billion US$ 

(항공기 29% 결항, IATA자료) 

자연재해 2010 

태국 대홍수 

- HDD 관련 부품 및 완성품 생산 지연 

- 전 세계 HDD 소비자단가 급등 

파업 2002.9 

미국 서부  

항만노조 파업 

- 태평양항로 유입 수출입 중단 

- 미국경제 약 19 billion US$ 피해 추산 

화재 2000 

미국 뉴멕시코주  

전자부품공장 화재 

- 고객사A는 신속한 대응으로 이후 시장점

유율 상승 

- 고객사B는 재고 대처하다 부품부족으로 

매출 급감 후 시장 퇴출 

                                            
4
 UNSD Environmental Indicators - Natural Disasters (2013) 

5
 삼성방재연구소(2011)  

<그림 1- 2> 동북아 지역 자연재해 발생 추이4
 

<표 1- 1> 공급망 중단에 따른 실제 피해 사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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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중단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에 대한 연구는 공급망 중단을 

발생시키는 위험요인들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한다. 특히 전략적 대안에 관한 

연구의 경우 시나리오 기반의 위험요인 발생을 고려한 stochastic programming

방법을 주로 이용하는데, 이는 위험의 발생여부가 사전에 결정된 상황을 가

정한 것이다.  

하지만 위험요인에 대한 속성을 분석하면, 태풍과 같은 예측가능한 위험

요인도 존재하며, 위험예측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다면 피해를 

경감할 수 있다. 2005년 미국 동남부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

나와 리타에 대응했던 미국 Walmart의 사례6와 Home Depot의 사례7는 재해상

황을 예측하고 사전대응전략(proactive strategy)을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공급망 중단에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2005년의 허리케인에 피

해를 본 기업이 다음 해에는 피해를 막고자 재고를 전략적으로 비축하였으나, 

결국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재해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비축재고 처리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로 보건 데, 단순히 통계 자료만을 바탕으로 위험요

인에 대해 상시 대응하는 것은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측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예측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위험속성정보를 사전대응전략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서는 동적(dynamic) 모형이 필요하다. 위험예측정보의 발생 및 정확도 여부와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를 시간 흐름에 따라 다주기(multi-period)내에서 반영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험예측정보는 예측의 본질적 불확실성 때문에 

확률적(stochastic)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확률적 위험 발생상황에 대해 종합

적으로 고려한 동적 할당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현실에서의 공급망은 구성요소 및 대상 물품에 따라 다양한 형태

                                            
6
 Leonard(2005) 

7
 Barrionuevo and Deutsch(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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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존재하며, 공급망 중단을 야기하는 위험요인들도 공급망 특성과 연관되어 

파급효과가 달라진다. 이에 공급망 특성과 공급망 위험요인 간의 관계를 분

석하고 위험예측정보에 기반한 효율적인 위기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 중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예측가능한 위험의 

예측정보에 기반을 둔 확률적 위험발생여부를 고려하는 동적 할당 모형을 개

발하고, 공급망 중단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의 현실적 발생 상황을 모사한 시

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모형의 효과 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위험예측정보 제공

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써, 고정 할당 전략과 고정 할당 전략 및 동적 할당 

전략이 혼합된 전략을 제안하고 효과를 분석한다.  

  

1.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2계층(2-echelon) 공급망에서 위험예측정보가 발

생할 때, 확률적 위험발생여부에 따른 최적 할당량을 결정하는 동적 할당 모

형을 개발한다. 그리고 확률적 위험 모델링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형의 

효과를 평가하고, 공급망 중단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고정 할당 전략 및 위험

예측정보 발생 여부에 따른 동적 할당 모형과 고정 할당 모형을 혼합한 전략

을 비교하고 최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 중단을 야기하는 예측가능위험의 위험예측

정보에 대응하여 예측정보에 포함된 위험발생확률에 기반을 둔 위험발생여부

에 따른 다주기 동적 할당 모형을 구축하고, time window의 첫 주기 최적 간

선할당량을 결정하는 동적 할당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서 각 수요지에서 주문된 양을 공급시설이 물류거점으로 간선

수송하고, 물류거점에서 이를 각 수요지로 지선수송하는 2계층(2-echelon)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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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공급망을 가정하고, 물류거점의 재고 수준을 고려하여 주문 및 수송 시

에 보충하도록 하며, 간선수송 시 리드타임을 공급망 중단에 대한 의사결정

기간으로 반영하여 사전대응전략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예측가능위험의 위험예측정보의 확률적 위험발생여

부를 고려한 동적 할당 모형을 제시하였다. 위험예측정보에 포함된 위험발생

확률분포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위험발생 시나리오를 고려한 동적 할당 

모형과 이를 풀이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효

과 평가를 위해 다주기 위험예측정보 및 확률적 위험발생정보 발생 및 변동

을 고려한 위험 모델을 제안하였다.  

 셋째, 위험예측정보의 위험발생 확률분포로부터 생성되는 위험발생 시

나리오 생성 기법을 적용하고, 동적 할당 모형의 풀이를 위해 유전 알고리즘

과 MILP 모형을 결합한 hybrid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동적 할당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위험 모델 

기반의 효과평가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였다.   

다섯째, 위험예측정보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고정 할당 모형으로 구성된 

전략과 동적 할당 모형 및 고정 할당 모형이 혼합된 전략을 제시하고, 시나

리오별 양 전략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고 적정 전략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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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2.1 연구의 범위 및 기본 전제 
 

본 연구는 공급망 중단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예측정보가 주어질 때, 위

험예측정보의 확률적 위험발생정보에 기반을 둔 위험발생 시나리오를 생성하

여 time window 내 첫 주기 최적 간선할당량을 결정하는 동적 할당 모형을 

구축하고 효과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위험예측정보의 발생 및 위험발생 확

률분포에 대한 모델을 제안하고, 위험발생상황을 모사하는 시뮬레이션을 구

현하여 모형의 효과를 평가한다. 또한, 전략적 비교를 통해 기존 전략 및 혼

합 전략을 비교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급망은 2계층(2-echelon) 구조(단일 공급시

설 – 다수 물류거점 – 다수 수요지)를 기반으로 하며, 단일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시설과 물류시설을 연결하는 간선수송망과 물류시

설과 수요지를 연결하는 지선수송망으로 공급망을 구축한다.  

간선수송망은 현실 공급망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단계의 수송수단 및 환

적 절차를 거치게 되나, 모형의 단순화와 수송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타

협하여 직접 수송이 가능한 네트워크로 간주한다. 

지선수송망은 물류시설에서 수요지로 연결하는 다대다(many-to-many) 구

조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공급망의 규모와 대상 물품 및 모형 구성에 따라 

수송방안이 상이하나 본 연구에서는 직접 수송(direct shipment)을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시설과 수요지가 모두 기업인 기업 간 물류를 대상으

로 하며, 특히 수요지는 중간재 또는 부품 형태로 배송 받아 완제품을 완성

시키는 형태로 가정한다. 또한, 수요지는 매 주기 적정량의 주문을 물류시설

을 통해 공급시설에 전달하는데, 이때 주문한 양이 물류거점에 수송되는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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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의 리드타임(lead time)내에 완료됨을 가정한다. 이는 현실적인 장거리 수

송 시의 리드타임을 모형 구동 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예측정보에 

따른 사전대응 시에 대응을 반영하는 의사결정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위험에 대비하는 물류거점의 상시 재고보유량의 양을 감소시켜 관

리비용의 감소 및 재고 보유로 인한 기회비용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경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1.2.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기존 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와 한

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리적인 모형과 위험 모델링을 구현하였으

며, 문제해결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및 현실 상황의 모사를 기반으로 시뮬레

이션을 구현하고, 소규모 네트워크와 현실 네트워크를 적용하여 모형의 효과

를 평가하고 전략별 비교를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결론을 도출한 후, 향후 연

구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관련 연구의 내용을 검토하여 본 연구와의 연계성 및 차

별성을 검토하였다. 우선, 공급망의 중단에 따른 전략수립에 관하여 다양한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에 대해 검토하고, 사전 정보(advance information)을 이

용한 모형 연구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사전정보대응과 유사한 재해 

정보에 대한 사전대응 관련 연구를 위험반영방안 및 모형구성에 대해 검토하

였다. 이후, 입지-할당-재고 모형 연구에 대한 전반적 연구성과 및 정적, 확률

적(stochastic) 모형과 다주기 기반 동적 모형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 내용과 본 연구의 연계성 및 차별성을 제시하고 

본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공급망 중단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의 특성을 조사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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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정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공급망 중단 위험요인의 통계치를 도출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적 할당 모형 구축을 위한 위험예측정보 기반의 확률

적 위험정보를 모델링하였다. 그리고 위험발생여부에 대응하는 동적 할당 모

형을 정의하고, 효과 비교를 위한 정적 할당 모형을 추가로 정의한 후, 각 모

형에 대한 가정을 기반으로 수리적 모형 수립을 위한 가정을 제시하고, 수리

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4장에서는 앞서 수립한 동적 할당 모형의 풀이를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

하고, 동적 할당 모형의 도입 시 성과 측정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구축하였다.  

5장에서는 소규모 네트워크 및 현실 네트워크에 실제 사례 자료를 적용

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도출하여 비교 분석하고, 위험예측정보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한 후 전략의 효과를 평가하고 최적전략을 제시하였다.  

6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검토하고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은 <그림 1-3>과 같다.  

 



 

 

- 10 - 

 

 

<그림 1-3> 본 연구의 수행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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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존 연구 고찰 
 

 

공급망 계획 및 운영에는 다양한 결정요소(예: 시설입지, 할당, 재고관리, 

수송경로선정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각 결정요소는 개별 또는 결합을 통해 

모형의 결정요소 수준에 따라 연구되고 있다. Manzini et al. (2008)과 Manzini et 

al. (2009)에 따르면 결정요소의 수준에 따라 전략적(strategic), 전술적(tactical), 

운영적(operational) 계획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계획 수준별로 주요 결정요

소들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공급망 중단 시 대응방안 연구 또한 결정요소의 

수준에 따라 전략적, 전술적, 운영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계층(2-echelon) 공급망에서 물류거점의 중단을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예측정보를 이용하여 예측기간 내 확률적 위험발생여부

에 대한 동적 할당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험예측정보 발생에 따른 주기별 최적해가 변동하는 다주기 모형으로서, 전

술적∙운영적 계획 범주에 속하는 연구로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우선 공급망 중단 시 대응 전략에 대한 연구와 이 중 위험

예측정보와 관련이 있는 사전 정보(advance information)를 이용한 연구들을 검

토한 후, 공급망 중단 상황과 유사한 재해에 대비하는 재해 사전 대응 연구

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틀을 이루고 있는 동적 할당 모형과 관

련하여 기존의 공급망 관련 입지-할당-재고 모형 연구 및 동적 모형에 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와 기존 선행 연구와의 연관성 및 차별성을 설명하

였고,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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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급망 중단 대응 전략 연구 
 

2.1.1 공급망 중단 대응 전략적 완화 방안 연구  
 

공급망 중단은 공급망 전체에 파급효과를 끼치는 주요한 상황 중 하나로

서 다양한 내∙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위험 요인 분석 및 완화

전략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수행되었다. 

Chopra and Sodhi (2004)는 공급망의 위험 요인과 원인을 분류하고 다양한 

완화 전략의 영향을 정량화하였다. Kleindorfer and Saad (2005)는 공급망의 위험

요인 연구에 필요한 단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공급망 중단 대비에 있어서 중

요한 두 가지 원칙으로 위험의 빈도 및 심각도를 줄이는 것과 공급망 자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제안하였다  

Tomlin (2006)의 연구에서는 공급망 중단 대응 전략으로 재고관리

(inventory control), 공급시설 관리(sourcing), 적응(acceptance)의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하였다. 재고관리 전략은 주문 및 재고저장과 관련된 것으로 사전 대응

적 기법이며, 생산지 관리전략은 재고부족 시, 물품대체(product substitution) 

또는 백업 공급시설(dual sourcing)을 구축하는 전략이다. 적응 전략은 공급망 

중단 상황에 순응하는 것으로, 공급망 중단 대응 비용이 공급 피해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 적용한다. Tomlin은 특성이 다른 2개의 공급시설

(reliable supplier, unreliable and cheaper supplier)을 가진 단일 품목 공급망에서 

최적 전략을 결정하는 2개의 주요 요인으로 공급시설의 percentage uptime과 

disruption profile(frequent-short VS. rare-long)을 제안했다.  

Schmitt (2011)의 연구에서는 링크 중단이 발생할 수 있는 다계층 네트워

크에서 다양한 완화 전략 적용 시 서비스 수준 변화를 도출하였다. 결정적

(deterministic) 수요와 backorder를 고려한 환경하에서, 완화 전략의 모든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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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 수준 수식을 도출하고, 수리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 

사전대응전략(예: 재고 관리)과 사후대응전략(예: 백업 공급시설 보유)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 공급망 중단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결정요소를 고려한 대안들

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앞서 Schmitt (2011)의 연구처럼 사전대응 전략과 사

후대응 전략으로 구분하여 볼 때, 위험예측정보를 위험 발생 이전에 입수하

여 공급망 운영에 적용하는 사전대응전략 중 운영적 수준 전략의 범주에 본 

연구가 속한다. 

 

2.1.2 사전 정보 반영 모형 
 

안정적인 공급망 운영을 위해서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다

양한 기법들이 연구되는 가운데, 위험예측정보와 같은 공급의 불확실성 정보 

또는 시장 수요의 급격한 변동과 같은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한 미래의 정보

를 공급망 운영 시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면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전 정보를 

고려한 공급망 관련 연구에 대해 검토하였다.  

Thonemann (2002)은 다수의 수요지로부터 사전 수요 정보(advance demand 

information)를 받을 때, 집계 사전 수요 정보(aggregated ADI: A-ADI)와 상세 

사전 수요 정보(detailed ADI: D-ADI)에 따른 공급망의 운영 효과를 분석하였

다. Thonemann은 이를 위해 기대 비용 및 재고를 고려한 근사식을 개발하고, 

유형별 ADI에 따른 비용절감을 통한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Zhu and Thonemann (2004)의 연구에서는 미래 수요 정보(future demand 

information: FDI)를 공유하면 기업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2단계(2-stage) 동적 모형을 구축하고 최적해를 도출하여 FDI 공유에 따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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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분석하였다. 

Wang and Toktay (2008)의 연구에서는 수요지의 주문과 선적 및 수송까지

의 리드타임(lead time)의 변화에 따른 최적 재고 관리 모형을 제안하였다. 리

드타임이 규칙적인 경우와 불규칙적인 경우에 따라, 상태 종속적인(state-

dependent)  (s, S)재고 전략이 최적임을 보였다. 이때 상태(state)는 사전 수요 

정보를 의미하며, 휴리스틱 접근법을 통한 최적해를 도출하였다.  

Jakšič et al. (2011)은 사전 용량 정보(advance capacity information: ACI)의 공

유를 통해 공급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한 재고 관리 모형 연구를 수

행하였다. 공급시설로부터 미래의 공급 및 생산 용량에 관한 사전 정보를 기

업이 알 수 있다면, 공급의 불확실성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는 공급시설과 확률적 변동이 있는 수요와 공급 환경하에서 ACI 공유를 통

한 최적 주문 정책이 ACI 함수에 기반을 둔 기초 재고량을 가지는 상태 종

속적인 (state-dependent) 기초 재고 전략이 최적 주문전략임을 보였고, ACI 공

유에 따른 정보의 가치를 산출하였다.  

Saghafian and Van Oyen (2012)은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급망 중

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약량이 유동적인 백업용 2차 공급시설을 두

고, 주 공급시설의 중단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를 분석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비신뢰(unreliable) 공급

시설에 대한 사전 정보 유무에 따른 가치를 연구하고, 위험가능성 없는 신뢰

(reliable) 공급시설 보유 시 계약의 유연성(flexibility)의 가치에 대해 도출했다.  

사전 정보의 이용에 따른 공급망 효과에 대한 연구는 공급망 구성 요소

의 속성에 대한 사전정보를 이용할 경우에 관련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모형을 통해 입증하였으나, 공급망 중단을 야기하는 위험에 대한 사

전 정보, 즉 위험예측정보에 따른 공급망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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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해 사전 대응 연구 
 

재해는 공급망 중단을 발생시키는 주요 위험요인의 하나로서 공급망 중

단에 대한 사전예측정보 반영에 대한 연구는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응전략

(proactive strategy), 재해구호계획(disaster relief planning), 비상물류(emergency 

logistics)에 관한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 중 재해에 대한 사전대응전략

(proactive strategy)은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구호품

(supplies)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전형적인 공급망 중단 모

형과 유사하나 모형의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다. 재해에 대한 사전대응전략

은 재난 발생 시를 가정하고, 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에 관한 계

획으로서, 특정 물품의 수요 급증(예: 구호식량, 비상발전기 등) 또는 재난 발

생 후 링크의 운영 불확실성 등을 다루고 구호능력의 최대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급망 중단 모형은 공급 측면의 예상치 못한 중단을 고려하면서, 비

용최소화나 이익최대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차별성이 있다. 

Lodree and Taskin (2009)의 연구에서는 허리케인의 진행상태에 따라 소매

시설(retailer)의 재고 관리 의사결정을 모델링 하였다. 허리케인의 정보가 베

이지안 업데이트되는 상황에서 단일 품목의 재고관리에 대한 단일 소매시설

의 재고결정에 대한 의사결정문제로서 개발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이 

모형이 재난 복구 계획 차원에서 소매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공장도 관

련이 있으며, 유기적 협력관계를 취해야 함을 밝혔다. 단, 이 모형에서는 입

지결정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Dekle et al. (2005)의 연구는 미 플로리다 주의 개별 카운티의 재난복구센

터(Disaster Recovery Centers: DRC)의 입지를 결정하는 모형을 연구하였다. Set-

covering model을 이용하여 주거지 전체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한 재난복구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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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입지후보를 선정하는 모형을 우선 개발한 후, 거리 제약을 완화하고 추가 

제약 조건을 고려한 set-covering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들에는 재고 관

리 결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Balcik and Beamon (2008)의 연구에서는 복구기관이 재해 시나리오에 대응

하여 분배센터의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시나리오는 각기 발생 확률을 

고려한 것이다. 이 모형은 maximal covering 모형에 기반을 두어 물류시설의 

수와 위치, 재고량까지 결정하는 문제이다. maximal covering problem은 자원제

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수요량을 최대화하는 시설의 위치를 결정해준다. 

이 자원 제약은 예산 및 용량 제약을 포함하고 있다. 개발된 모형은 재고가 

파괴될 가능성과 네트워크 신뢰도를 고려하지 않으며, 외연적인 재고부족 비

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Rawls and Turnquist (2010)의 연구에서는 사전 배치를 위한 저장소 위치 

및 용량을 결정하는 문제로서, 다양한 종류의 비상 물품을 배정하는 것을 포

함하는 2단계 stochastic programming model을 개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배치 여부를 결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는 시나리오별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물품의 이동여부로 구성된다. 이 모형

은 총기대비용(시설 고정비, 수송비, 공급품 저장비용, 페널티 비용)을 최소화

하는 형태로 도출된다.  

Campbell and Jones (2011)의 연구는 재해에 대비하여 사전 배치 공급품의 

배포 위치 및 배포량 결정 모형에 대해 연구하였다. 재해 발생 위치와 배송

의 신속성 간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고려하여 최적 재고량과 공급시설

로부터 수요지로 배송되는 데 필요한 총비용을 결정하는 모형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최적의 공급시설 위치를 선택하는 방법과 다중 공급시설을 선택하는 

현존 입지 알고리즘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수요 모델링 시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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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분포를 사용하고 단일 공급시설 전략(single sourcing strategy)을 가정하여 

도출하였다.  

Duran et al. (2011)의 연구에서는 혼합정수 입지-재고 모형을 이용하여 구

호품의 사전 배치에 따른 주요 국제구호기구의 평균적인 재난 반응 시간을 

통해 구호물품 사전배치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해는 사전 배

치 네트워크에서 지켜져야 할 재고수준의 제약과 창고의 최대 가능 수에 의

해 제약되도록 모형을 구축하였다. 

Rottkemper et al. (2011)의 연구에서는 현재 재해가 발생하여 구호중인 상

황에서 추가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효율적 재고 재배치 결정을 위한 다중 

목적식(multi-objective) 모형을 개발하였다. 다중 목적식은 재고 배치로 인한 

비용최소화 및 구호 대상 최대화의 2개의 목적식으로 구성되며 MILP형태로 

제안하였다. 여기서 전체 재해발생기간을 총 계획 기간(planning horizon)으로 

하면서 고정 주기 묶음에 기반하는 연동적시간대분석기법(rolling horizon 

implementation)을 사용하였다.   

Rawls and Turnquist (2012)의 연구는 Rawls and Turnquist (2010)의 모형이 각 

시나리오에서의 결정적 수요를 고려한 모형임에 반해, 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들의 대피지점에 도착하는 분포에 따른 동적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의 해는 대피지점에 도착하는 피해자의 수가 가장 많은 시간에 적절

한 공급 배분 패턴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모형에는 신뢰성(reliability) 개념이 

포함되어 수요가 사전 배정된 것에 공급품이 충분히 조달되었는지에 대한 α% 

확실성을 고려하는 것을 모형에 추가하였다. 여기서 개발한 모형은 링크의 

피해를 반영하여 OD간 시간 흐름에 따른 용량 변동을 고려하였으나 재고용

량은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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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입지-할당-재고 모형 연구 
 

기존 입지 할당 재고 모형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시설의 입지 결정 

및 주문량의 할당 및 재고의 배치를 결합한 모형으로, 시설의 입지결정 모형

에 다양한 부가 항목을 결합하여 개발한 모형의 유형이라 볼 수 있다(Melo et 

al., 2009). 

본 연구는 확률적 위험발생상황 하에서의 동적 할당 모형으로서, 입지-

할당-재고 모형의 형태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상

황에서의 입지-할당-재고 모형에 관한 연구 및 위험발생의 불확실성과 관련

된 확률적 모형에 관한 연구와, 위험예측기간에서의 각 주기별 위험발생여부

와 관련된 동적 모형에 관한 연구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Owen and Daskin (1998)의 연구에서는 시설입지결정 모형에 관한 연구를 

정적(static) ∙ 결정적(deterministic) 모형과 동적 모형 및 확률적 모형을 구분하

고, 기존 관련 연구들의 특징을 모형의 특성별로 검토하였다. 특히 정적∙결정

적 모형에 비해 동적 모형이 현실성이 좀 더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계산의 어

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장기에서의 시설의 확장 및 재배치가 주요 

이슈임을 밝혔다.  

 

2.3.1 정적∙확률적 입지-할당-재고 모형 관련 연구 
 

Erlebacher and Meller (2000)는 다계층 공급망 내에서 물류거점의 최적 개

수 결정 및 재고할당을 위해 고정 운영비, 재고비용 및 운송비용의 합을 최

소화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휴리스틱 접근법을 이용하여 최적해를 도출하였

다.   

Teo and Shu (2004)는 소매시설이 일정 비율의 결정적 수요를 가지는 2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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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창고-소매시설) 공급망에서 창고의 최적 위치, 소매시설의 할당 및 소매시

설과 창고의 재고를 결정하는 혼합정수계획법(Mixed Integer Programming) 형

태의 set-covering 모형을 제안하였다.  

전형적인 입지-할당-재고 모형에 공급망 환경을 고려한 비용항목 또는 

제약식을 추가한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 Romeijn et al. (2007)의 연구에서는 Teo 

and Shu (2004)의 모형에 비상시 대비비용(contingency reserve) 항목을 추가하여 

확장했다. 이 비용 항목은 분배센터가 포화상태에 가까울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잡비용 및 용량 제약에 관한 비용을 부가한 항목이다. Tsiakis and 

Papageorgiou (2008)의 연구에서는 시설 입지와 생산활동, 운송 관련 요소를 

수입관세와 환율 등 재무적 항목을 고려하여 결합한 정적 MIP 모형을 제안

하였다.  

앞서 검토한 정적 모형과 더불어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있는 확률적 위

험발생여부와 관련있는 연구는 모형들의 파라미터에 확률적 변화 요소를 반

영한 확률적 입지-할당-재고 모형에 관한 연구로서, 공급망을 구성하는 다양

한 요소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수요의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및 공급망 중단을 야기하는 공급의 불확실성은 공급망 연구에서 주요한 이슈

이다.  

다계층 공급망에서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는 물류거점의 역할이 일반적으

로 여러 수요지의 수요를 결합 배송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송비 절감의 

역할을 하거나, 각 수요지의 수요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집중시켜 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

다.
8
 그러나 공급망 위험요인이 발생하여 물류거점의 기능이 정지될 때에는 

불확실성의 집중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이에 수요의 

                                            
8
 허성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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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과 공급의 불확실성에 대한 추계적 상황을 고려한 재고-입지-할당 

모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Daskin et al. (2002)의 연구에서는 수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비용 최소화 

목적함수를 가지는 입지 결정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때 목적함수는 수용비

용과 분배센터 고정비용, 분배센터 가변비용과 안전재고 유지비용으로 구성

되며, 모형을 통해 최적 입지 및 안전재고량을 결정할 수 있다. Daskin et al. 

(2002)의 연구에서 제안된 목적식은 다음과 같다.  

        Min. ∑ 𝑓𝑗𝑋𝑗 + (𝛽 ∑ ∑ 𝜒𝑑𝑖𝑗𝜇𝑖𝑌𝑖𝑗

𝑖𝑗

)

𝑗

+ (∑ √2𝜃ℎ(𝐹𝑗 + 𝛽𝑔𝑗) ∑ 𝜒𝜇𝑖𝑌𝑖𝑗

𝑖𝑗

+ 𝛽 ∑ 𝑎𝑗

𝑗

∑ 𝜒𝜇𝑖𝑌𝑖𝑗

𝑗

)

+ 𝜃ℎ𝑧𝛼 ∑ √∑ 𝐿𝜎𝑖
2𝑌𝑖𝑗

𝑖𝑗

 

Subject to  

∑ 𝑌𝑖𝑗

𝑗

= 1,     ∀𝑖  

𝑌𝑖𝑗 ≤ 𝑋𝑗 ,     ∀𝑖, 𝑗  

𝑋𝑗 ∈ {0,1},     ∀𝑗  

Yij ∈ {0,1},    ∀𝑖, 𝑗  

𝐼 = {1, ⋯ , 𝑗, ⋯ , 𝐼}: 𝑖로 표현되는 수요지의 집합 

𝐽 = {1, ⋯ , 𝑗, ⋯ , 𝐽}: 𝑗로 표현되는 분배센터 후보 집합 

𝑓𝑗: 분배센터 j의 고정비용 

𝑑𝑖𝑗: 수요지 𝑖와 분배센터 𝑗 간의 단위 운송 비용 

𝜒: 연간 업무일수 

𝜇𝑖: 일 수요 평균 

σ2: 일 수요 분석 

𝜃: 재고비용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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𝛽: 운송비용 가중치 

ℎ: 연간 재고 비용 

𝐹𝑗: 분배센터 𝑗의 주문비용 

𝑔𝑗: 분배센터 𝑗의 배송 시 고정비용 

𝑎𝑗: 분배센터 𝑗의 배송 시 가변비용 

𝑋𝑗: 분배센터 𝑗가 위치하면 1, 아니면 0 (𝑗 ∈ 𝐽) 

𝑌𝑖𝑗: 수요지 𝑖의 수요가 분배센터 j에 할당되면 1, 아니면 0 (𝑖 ∈ 𝐼, 𝑗 ∈ 𝐽) 

 

Shen et al. (2003)은 Daskin (2002)의 연구를 기반으로 2계층 공급망에서 물

류거점의 설치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만족하면서 설치비용, 운송비용 및 재

고유지비용을 최소화하는 비선형 정수계획모형(Non-Linear Integer Programming 

Model: NLIP)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을 통해 안전재고 감소를 통한 위험집중

(risk pooling) 효과를 검토하였다.  

Miranda and Garrido (2004)의 연구에서는 재고 관리 결정(경제적 주문량 

및 안전 재고 결정)을 전형적인 입지문제에 결합하여 분배 네트워크의 설계

문제로서 추계적 수요에 대응하는 위험집중효과를 보였다. 이를 위해 혼합정

수비선형계획(Mixed Integer Non-Linear Programming Model: MINLP)모형을 제안

하고, sub-gradient method를 이용하여 풀이하였다.  

Miranda and Garrido (2008)의 연구에서는 3계층(3-echelon) 공급망에서 입지

-할당-재고 모형을 제안하였다. 확률적 수요를 고려한 배분센터의 입지 문제

로서 평균 수요와 분산에 대한 가능한 모든 유한 조합으로부터 도출된 유효

제약식(validity constraints)을 이용한 라그랑지안 완화 기법을 적용하여 최적해

를 도출하였다.  

Snyder (2006)은 공급망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시나리오 기반

의 공급망 설계 문제를 제안하였다. 기대비용 최소화와 최대비용 최소화 문

제에 대한 목적식을 제시하고, 위험발생확률 기반의 시나리오에 따른 최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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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출하였다. 다음 수식은 기대비용 최소화 문제 중 하나로서 기존의  

Reliability Fixed-charge Location Problem(RFLP)에 시설제약을 추가한 

Capacitated-RFLP(CRFLP)이다.  

Min. ∑ 𝑓𝑗𝑋𝑗

𝑗

+ ∑ 𝑞𝑠

𝑠

 ∑ ℎ𝑖𝑑𝑖𝑗𝑌𝑖𝑗𝑠

𝑗

 

Subject to  

∑ 𝑌𝑖𝑗𝑠

𝑗

= 1,     ∀𝑖, 𝑠 

𝑌𝑖𝑗𝑠 ≤ 𝑋𝑗 ,     ∀𝑖, 𝑗, 𝑠 

∑ ℎ𝑖

𝑖

𝑌𝑖𝑗𝑠 ≤ (1 − 𝑎𝑗𝑠)𝑏𝑗 ,     ∀𝑗, 𝑠 

𝐼 = {1, ⋯ , 𝑖, ⋯ , 𝐼}: 𝑖로 표현되는 수요지의 집합 

𝐽 = {1, ⋯ , 𝑗, ⋯ , 𝐽}: 𝑗로 표현되는 후보 분배센터의 집합 

𝑆 = {1, ⋯ , 𝑠, ⋯ , 𝑆}: s로 표현되는 시나리오의 집합 

𝑓𝑗: 분배센터 𝑗의 고정비용 

𝑞𝑠: 시나리오 𝑠의 발생확률 

ℎ𝑖: 수요지 𝑖의 연평균 수요 

𝑑𝑖𝑗: 수요지 𝑖와 분배센터 𝑗 간의 단위 운송 비용 

𝑎𝑗𝑠: 시나리오 𝑠에서 시설 𝑗가 위치하면 1, 아니면 0 

𝑏𝑗: 시설 𝑗의 최대용량 

 𝑋𝑗: 분배센터 𝑗가 운영되면 1, 아니면 0 

𝑌𝑖𝑗𝑠: 시나리오 𝑠에서 수요지 𝑖의 수요가 분배센터 𝑗에 할당되면 1, 아니면 0 

 

Snyder et al. (2007)의 연구에서는 Daskin et al. (2002)의 연구를 발전시켜 시

나리오 기반의 추계적 위험집중 입지결정 모형(Stochastic Facility Location 

Model with Risk Pooling: SLMRP)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시설의 입지와 안전

재고 수준을 결정한다. 각 시나리오에는 목적식에 각 비용 요소의 발생 우도

를 반영토록 하여 강건한 네트워크 설계가 가능한 모형을 제안하였다.  

Shu et al. (2010)의 연구는 2단계 확률적 모형을 제안하고, 공급망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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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운영을 동시에 고려하는 비선형 이산 최적화 문제(non-linear discrete 

optimization problem)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창고 입지를 결정하고, 두 번

째 단계에서는 배정 및 재고 보충 전략을 결정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Qi et al. (2010)의 연구에서는 기대 총비용을 최소화 하여 소매시설의 위

치를 결정하고 수요지를 할당하는 공급망 설계 문제이다. 공급시설 또는 소

매시설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공급망 중단 상황을 고려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급시설의 중단이 자주 발생하거나 회복 과정이 더뎌질수록 수요지로의 할

당을 덜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소매시설은 회복이 빠른 지역에 개설되고 수

요지는 회복률이 높은 소매시설에 할당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였다.   

Chen et al. (2011)의 연구는 시설에 위험이 발생하여 중단되었을 때 시설

입지, 수요지 배정, 재고 관리를 최적화 하는 신뢰(reliable) 입지-할당-재고 모

형을 제안하였다. 시설이 중단되면 수요지는 다른 시설로 재배정 된다. 위험

발생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의 기대비용 최소화 목적식을 구성하였으며, 라그

랑지안 완화 기법(lagrangian relaxation method)을 적용하여 근사 최적해를 도출

하였다.  

허성호 (2012)는 물류거점의 공급망 단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재고 수준 및 이원화 배송 여부, 이원화 경로의 물량 비율을 결정하는 

이원화 복합운송 배송전략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물류거점의 공급망 

단절 시나리오에 기반하고, 최적해를 찾기 위한 메타 휴리스틱 기법의 하나

인 입자군집최적화(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정적, 추계적 입지-할당-재고 모형의 경우, 단일 주기에서 수요 및 공급

의 불확실성과 같은 환경을 파라미터로 고려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반의 접근

법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동적 모형에 기반하나 time window내에서 다양한 

위험발생여부에 대한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시나리오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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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동적 입지-할당-재고 모형 관련 연구 
 

다주기(multi-period) 동적 입지결정 모형은 시점에 따른 파라미터의 변화

를 반영하고 주기별로 변동되는 결정변수의 값을 도출할 수 있다. 공급망 관

련 동적 모형에 대한 연구들은 용량의 확장, 시설의 개폐여부, 일시적 외부 

공급시설 이용여부, 네트워크 재배치 등 계획 주기(planning horizon)에서의 특

정 주기에서 발생하는 요소의 변동에 대해 다루고 있다.  

Arabani and Farahani (2012)의 연구에서는 동적 입지결정 모형의 다양한 

기존 연구들을 비교하고, 다음과 같은 동적 다주기 입지결정 모형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공급망의 의사결정자는 다주기 계획 기간 동안 다주

기 모형을 통해 시설의 적정 입지 시점, 시간 종속적인 수요 변화 등을 알고 

최적해 도출에 적용할 수 있으나 단일 주기 모델에서는 반영이 어렵다. 둘째

는 의사결정자가 파라미터를 주기별로 다양하게 변경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따른 민감한 상황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Hinojosa et al. (2000)의 연구는 다주기 2계층 다품목을 고려하는 용량제한 

시설의 입지결정모형의 혼합정수계획모형을 제시하고, 라그랑지안 완화 기법

을 이용하여 해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Melo et al. (2005)의 연구는 공급망 네트워크 재배치에 관한 동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때, 시설 용량의 확장 및 감소에 대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으

며, 시설 용량의 변동은 가능하나 시설의 개폐의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

을 고려하였으며, 예산제약을 고려하였다.  

Vila et al. (2006)의 연구는 Thanh et al. (2008) 보다 범위가 확장된 국제 공

급망의 관련 요소(예: 교환가격, 재무적 비율 등)를 추가하였으며, 목적식은 

이익 최대화 형태로 구성하였다. 모형은 다단계 생산, 재고 및 배정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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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반면에 위치의 결정은 계획 초기에 결정된다.  이 연

구에서는 시설용량 변동을 결정 변수로 고려하였고, 수요 변동을 고려하지 

않았다. 

Thanh et al. (2008)의 연구에서는 생산-배분 시스템의 설계 및 계획에 대한 

동적 MILP모형을 제안했다. 이 연구에서는 시설의 개폐 또는 확장 여부와 

공급시설의 선택, 공급망의 물품의 흐름 등에 대한 전략적 및 전술적 사항을 

결정하며, 시간 흐름에 따라 결정변수의 값이 변동될 수 있다. 이 모형은 3계

층 공급망, 다품목 생산-분배 네트워크 및 결정적 수요 환경을 고려하여 구

현되었다.  

Hinojosa et al. (2008)의 연구에서는 주어진 계획 주기 내에 공급망 내에 

현존시설의 폐쇄나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동적 입지결정 문제이

다. 이 모형은 라그랑지안 완화 기법을 이용하여 배정수준별 시설 관련 제약

식을 완화하여 해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Manzini and Bindi (2009)의 연구에서는 전략적, 전술적 및 운영적 차원의 

이슈들을 통합하여 최적해를 도출하는 공급망 설계의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MIP모형을 제안하였다. 단일 주기 전략적 모형을 우선 구성한 후, 배정, 재고, 

운송과 같은 전술적, 운영적 차원의 요소를 포함한 다주기 통합 모형을 구축

하였다. 최적해 도출을 위해 클러스터 분석, 휴리스틱 알고리즘 및 최적 운송 

법칙을 이용하였다. 

Gebennini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Manzini의 기존 연구들의 연장선상에

서 MINLP 형태의 동적 입지-할당 모형을 제안하였다. 모형에는 생산 관리 

및 안전재고 최적화, 수요지의 서비스 수준을 모두 통합적으로 구현하였다. 

풀이를 위해 MINLP문제를 MILP문제로 변환한 후 recursive procedure를 이용

하여 풀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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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o et al. (2011)의 연구에서는 다주기 물류 네트워크 재설계 문제에 대

해서 전략적 공급망 계획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다종의 공급시설로 구성된 

다계층 공급망에서 수요지로의 직접 배송을 가정하고, 2단계로 구성된 휴리스

틱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해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선형계획

기법을 이용하여 입지의 초기값을 결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역 해 찾

기(local search) 기법을 통해 해를 찾아가는 형태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기존의 동적 입지-할당-재고 결정 문제들은 다주기에서 파라미터의 변동

을 고려한 주기별 결정변수의 최적해 및 최적 시점을 도출하였다. 변동하는 

파라미터의 대상은 공급망의 구성요소 또는 환경상수이며 결정적으로 제시되

거나, 확률적 접근법에 의해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예측정보에서 생성

된 위험발생 시나리오를 통해 결정된 위험발생상황을 고려하여 time window 

별 첫 주기 할당량을 결정하는 동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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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사점 및 연구의 방향 
 

이상에서 검토한 선행 연구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목적인 위험예측정

보의 확률적 위험발생여부를 고려한 동적 할당 모형은 선행 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공급망 중단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는 

공급망의 sourcing 전략, 안전재고 전략, 대안 경로 전략 등을 제안하고 있다.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들의 연구 중 공급망을 구

성하는 요소의 사전 정보를 운영에 이용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

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급망 중단을 발생시키는 위험에 대

한 사전 정보인 위험예측정보를 이용하며, 위험예측정보 자체의 불완전성 또

는 불확실성을 확률적으로 고려하였다.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재해 발생 이후 신속한 구호를 위한 사전 대응 방

안에 관한 연구를 공급망 중단 시를 대비한 사전 대응 연구와의 유사점이 있

고 재해 발생에 관한 처리가 공급망 중단 위험요인과 유사한 점이 있어 사전 

대응 방안 및 위험 반영 방안을 검토하였다.  

재해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는 목적이 구호능력을 최대화하

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상업적 공급망 연구에서의 비용최소화 혹은 이익최

대화 목적과는 차이가 있었다.  

위험발생에 대한 적용 측면에서는 위험발생상황을 가정한 상태에서의 대

응방안에 대해 연구하거나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설정한 연구가 다수이며, 

예측가능한 재해(예: 허리케인)에 대하여 풍속 등 1차 정보를 이용하여 기존 

개발된 예측모형에 대입하여 재해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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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적용하는 연구9도 있었다.  

본 연구는 공급망 중단을 야기하는 위험 요인들의 예측가능여부를 검토

하고 예측가능위험에 대한 위험예측정보 발생 시에, 위험예측정보에 포함된 

확률적 위험발생여부가 다양한 경우의 수로 생성되면,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

할 수 있는 유전 알고리즘 기반의 hybrid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정적∙확률적 입지-할당-재고 모형에 관한 연구들은 단일 주기 내에서 다

계층 공급망에서의 입지 및 할당, 재고 관리 결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모

형에 관한 연구이다. 정적 모형은 단일 주기 모형으로 도출된 값이 고정적으

로 유지됨을 가정하므로, 상황변동에 따른 파라미터 또는 결정변수의 값을 

반영할 수 없다. 확률적 모형은 수요 및 공급의 불확실성과 관련한 연구를 

고찰하였다. 특히, 공급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기반의 접근

법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공급망 중단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

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최소 기대비용이 도출되는 강건한 해를 찾는 것이 기

본적인 형태이다.  

본 연구는 위험예측정보를 기반을 둔 다양한 위험발생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위험예측정보 발생 및 위험예측정보내의 위험발생확률분포가 확률적

으로 발생하여, 이를 모두 고려한 단일 주기 모형을 위한 시나리오를 생성할 

수 없으므로, 동적 할당 모형을 선정했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인 동적 할당

모형과의 효과 비교를 위해 고정 할당 모형인 problem 0을 설계하여 적용하

였다.  

기존 동적 입지-할당-재고 모형에 관한 연구는 용량의 확장, 시설의 개폐 

여부, 일시적 외부 공급시설 이용 여부, 네트워크 재배치 등의 주기별 파라미

터의 변화 및 결정변수의 변동을 고려한다. 본 연구는 time window에서의 위

                                            
9
 Lodree and Taski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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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예측정보의 위험관련 확률분포에 기반하여 랜덤 샘플링을 통해 위험발생상

황을 결정한 다수의 sub-scenario를 생성하고 이를 time window내에서 동적 모

형에 반영하여 초기 고정 할당 값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서 유전 알고리즘 

기반의 시나리오 생성 기법 및 동적 모형의 풀이를 위한 hybrid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위험예측정보와 위험관련 확률정보의 현실 모사를 

위한 위험발생 모델링 기법을 제안하고, 예측가능위험의 특성 및 통계치를 

분석하여 모형의 효과 평가 및 대응 전략 비교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설

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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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 입지 

할당 

불확

실성 

재해/ 

상업 

사전

정보 

주기 시나

리오 

사전

대응 

목적식 

유형 

풀이방법 

Wang and Tomlin (2009) × LU CO 수요 MP ○ × NLP Ana 

Lodree and Taskin (2009) × DU HU 풍속 MP × × NLP Solver(MATLAB) 

Saghafian and Van Oyen (2012) × DU 

SU 

CO 시설 

중단 

SP ○ ○ NLP Ana 

Balcik and Beamon (2008) ○ × HU × SP ○ ○ MILP Solver(CPLEX) 

Rawls and Turnquist (2010) ○ DU HU × SP ○ ○ MILP Heu(LLSM) 

Campbell and Jones (2011) ○ × HU × SP × ○ NLP Ana 

Duran et al. (2011) ○ × HU × SP ○ ○ MILP Solver(CPLEX) 

Rawls and Turnquist (2012) ○ DU HU × MP ○ × MILP Solver(CPLEX) 

본 연구 ○ SU CO 위험 

변동 

MP ○ ○ MILP m-Heu(hGA) 

 Solver(CPLEX) 

*LLSM: Lagrangian L-shaped model, hGA: hybrid GA 

 

구분 입지 

할당 

불확 

실성 

재해/ 

상업 

사전 

정보 

주기 시나 

리오 

사전 

대응 

목적식 

유형 

풀이방법 

설명 입지- 

할당모형 

불확실성 

반영 

구호/상업목

적 

사전정보 

반영 

단일주기/ 

다주기  

불확실성시

나리오 

사전대응전

략여부 

목적식 

유형 

모형의 풀이방법 

표기 ○:반영 

×:미반영 

×:미반영 

DU:수요 

SU:공급 

LU:리드타임 

HU:구호용 

CO:상업용 

○:반영 

×:미반영 

SP:단일 

MP:다주기 

○:반영 

×:미반영 

○:반영 

×:미반영 

NLP:비선형 

MILP: 

혼합정수선

형: 

Ana: 수리적분석 

Heu: 경험적분석 

m-Hue:메타휴리스틱 분석 

SOLVER: 풀이프로그램 

(기법/프로그램명) 

<표 2- 1> 기존 문헌과의 비교(사전정보 연구 및 재해사전대응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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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 주기별 결정변수 물류거점 

중단 

리드 

타임 

풀이 

방법 용량 

변동 

외부 

공급시설 

시설개폐 시설 

재배치 

Hinojosa et al. (2000) ○ × ○ × × × Heu (LR) 

SOLVER(CPLEX) 

Melo et al. (2005) ○ ○ ○ ○ × × Heu (Lin-R) 

SOLVER(CPLEX) 

Vila et al. (2006) ○ ○ × × × × SOLVER(CPLEX) 

Hinojosa et al. (2008) ○ ○ × ○ × × Heu (LR) 

SOLVER(CPLEX) 

Thanh et al. (2008) ○ × ○ × × × SOLVER(CPLEX) 

Gebennini et al. (2009) × × × × × ○ SOLVER(Xpress-MP) 

Melo et al. (2011) ○ ○ ○ ○ × × Heu(LP&Local search) 

SOLVER(CPLEX) 

본 연구 × × × × ○ ○ m-Heu(hGA) 

SOLVER(CPLEX) 

*LR: Lagrangian Relaxation, Lin-R: Lineal Relaxation, LP: Linear programming, hGA: hybrid GA 

구분 주기별 결정변수 물류거점 

중단 

리드 

타임 

풀이 

방법 용량 

확장 

외부 

공급시설 

시설개폐 시설재배치 

설명 용량확장반영 외부추가공급

시설반영 

기존시설 

개설/폐쇄 

기존시설 

이동배치 

외부요인인한 

시설운영중단 

재고흐름의 

리드타임고려 

모형 풀이방법 

표기 ○:반영 

×:미반영 
○:반영 

×:미반영 
○:반영 

×:미반영 
○:반영 

×:미반영 

○:반영 

×:미반영 

○:반영 

×:미반영 

Heu: 경험적분석 

m-Hue:메타휴리스틱 분석 

SOLVER: 풀이프로그램 

(기법/패키지명) 

 

<표 2- 2> 기존 문헌과의 비교(동적 입지-할당-재고 모형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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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모형의 구축 
 

 

본 장에서는 확률적 위험발생상황을 도출하기 위한 위험예측정보의 구성 

및 위험발생 모델을 구축하고, 공급망에서의 위험정보를 반영한 동적 할당 

모형 및 모형 효과 비교를 위한 정적 할당 모형의 정의 및 수리적 모형을 구

축한다. 이를 위해서 공급망 중단을 야기하는 위험의 속성들을 분석하고, 예

측가능한 위험들의 종류 및 통계적 수치를 이력자료를 통해 도출한다. 동적

할당 모형과 정적 할당 모형은 각각 problem 1과 problem 0으로 정의하며, 각 

모형별 가정을 제시하고, 재고의 흐름 및 위험발생에 따른 고려 방안을 제안

한다.  

 

3.1 공급망 중단 위험 모델링 
 

3.1.1 공급망 중단 위험의 분류 및 분석 
 

3.1.1.1 공급망 중단 위험의 분류 

공급망의 중단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내∙외부 위험요인에 대한 정의 및 

분류에 대해 다수의 연구가 있다.
10

  

Chopra and Sodhi (2004)의 연구에서는 공급망 위험11의 종류를 9개의 카테

고리로 구분하고 위험을 야기하는 동인들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9개의 카테고

리 중 공급망의 중단(disruption)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자연재해, 노동자 파업, 

공급시설 도산, 전쟁과 테러 등을 제시하였다.  

                                            
10

 Chopra and Sodhi (2004), Tang (2006), Wu and Blackhurst(2009), Waters (2011) 외 
11

 본 연구에서의 ‘위험’과 의미 상 차이있으며, 공급망 설계 및 운영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본 연구의 공급망 중단(disruption) 보다 상위 개념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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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of risk Drivers of risk 

Disruptions 

• Natural disaster 

• Labor dispute 

• Supplier bankruptcy 

• War and terrorism 

• Dependency on a single source of supply as well as the 

capacity and responsiveness of alternative suppliers 

 

삼성방재연구소 (2011)에서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2010년 보고서

를 인용하여, 공급망 중단을 일으켰던 주요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문조

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설문을 통한 주요 외부원인으로는 자연재해(40%), 노

동 분쟁(16%) 등이 꼽혔다.  

 

 

World Economic Forum (2012)의 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글로벌 공

급망의 중단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정리하였다. 이들은 environmental factors, 

geopolitical factors, economic factors, technological factors의 네 부류로 나누었으며, 

                                            
12

 Chopra and Sodhi (2004) 일부 발췌 
13

 삼성방재연구소 (2011),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0을 재인용 

<표 3- 1> 공급망 중단과 원인12
 

<그림 3- 1> 공급망 중단을 야기하는 원인 조사 결과(2009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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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시 uncontrollable, controllable, influenceable로 구분하였다.  

이들의 결과에서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자연재해(59%), 이상기후(30%), 

전염병(11%), 정치적 소요(46%), 테러(32%) 등 다양한 외부요인들에 의해 공

급망 중단 위험요인들을 위험요소로 전문가들이 동의함을 알 수 있다.  

 

 

Stecke and Kumar (2009)의 연구에서는 공급망 중단을 야기하는 요인들의 

항목을 상세히 나열하고, 항목별 심각도와 발생가능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

사하여 <표 3-2>와 같이 정리하였다.

                                            
14

 World Economic Forum (2012) 발췌 

<그림 3- 2> 공급망 중단을 야기하는 원인 조사 결과(2011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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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tecke and Kumar(2009) 발췌 

<표 3- 2> 재난의 심각도 및 발생가능성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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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자료에서는 공급망 중단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여러 속성

을 고려하였으나, 위험요인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특성을 고려치 않았다. 검지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

는 예측 성능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위

험요인에 대한 예측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그 정확성 및 오보율에 대한 노

력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의 발달, 컴퓨팅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속화 되고 있다. 국내 기상예보의 경우 그 정확도가 약 85%

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향후 예측가능한 위험의 유형도 기후, 재

난 예측을 넘어 테러 및 정치적 불안정 사태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16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 중단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예측가능한 위험

(predictable risk)과 예측불가능한 위험(unpredictable risk)으로 구분하고, 예측가

능한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시 이에 기반을 둔 사전대응 여부를 반영하도록 

한다. <표 3-3>은 공급망 중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구분하고, 특

성별로 분류한 자료이다.  

 

 

위험유형 위험명 발생원인 유형 예측가능여부 

자연재해 

태풍, 허리케인 

지진, 쓰나미 

화산폭발 

전염병, 산불 

자연적 

(Natural) 

예측가능 

예측불가능 

인위적 위험 
전쟁, 테러, 정치적소요 인위적 

(Man-made) 

예측불가능 

파업 예측가능 

사고 화재, 정전, 기기고장 
우발적 

(Accidental) 
예측불가능 

 

                                            
16

 LG경제연구소 (2013) 

<표 3- 3> 공급망 위험 요인의 분류 



 

 

- 38 - 

 

3.1.1.2 위험요인 발생 이력자료 분석 

재해정보 데이터베이스(EM-DAT)
17

 및 테러 데이터베이스(GTD)
18

 자료 중 

동아시아 지역의 공급망 위험요인에 대한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발생 빈도

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림 3-3>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공급망 위

험요인 발생 빈도를 10년 단위로 정리한 도표이다. 1980년대에서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은 위험요인을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4>는 동아시아 지역의 10년단위 일간 발생빈도의 추이를 도시하

였다. 이 때, 위험요인의 발생은 지역범위를 고려하였으며, 위험요인의 특성 

중 예측가능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예측가능 요인은 폭풍(태풍,허리케인 등)

과 폭우 등 기상이변이며, 예측불가능 요인은 화산(재)폭발, 지진(쓰나미), 테

러 및 전쟁 등으로 나누어 발생빈도(건/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1980년대

                                            
17

 CRED, Emergency event database (2013)  
18

 START, Global terrorism database (2013) 

<그림 3- 3> 동아시아 지역 위험요인별 10년단위 발생빈도(1980년대 이후) 



 

 

- 39 - 

 

에 비해 2010년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예측가능 위험요인의 발생빈도는 증가

하는 추세로 1980년대 일별 0.038에서 2010년대 0.084으로 약 121% 증가하였

으며, 이후 기상이변상황이 잦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발생빈도 또한 점

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측불가능 위험요인의 발생빈도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감소추이에 있으나, 이는 동아시아의 정치적 안정에 따른 테러발생

빈도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위험의 지속기간은 위험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분포 형태를 보인다. 다

음 <그림 3-5>와 <그림 3-6>은 홍수와 태풍의 지속기간 분포이다.  

 

<그림 3- 4> 동아시아 지역 10년단위 예측가/부 위험요인별 발생빈도 추이  

<그림 3- 5> 위험 지속기간 분포 및 누적분포(Flood, 199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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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공급망 중단 위험 모델링 
 

공급망 중단을 발생시키는 예측가능한 위험에 대한 위험예측정보를 기반

으로 하는 위험발생 모델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의 확률분포와 부가 

정보로 구성하였다.  

 

 

구성요소 설명 

위험예측정보발생  

확률분포 

위험예측정보의 발생 여부에 대한 확률분포 

위험발생 확률분포 위험예측정보 발생 후, 위험발생여부에 대한 

확률분포 

지속기간 확률분포 위험예측정보 발생 후, 위험의 지속기간에 대

한 확률분포 

부가 정보 시간 흐름에 따른 위험발생 확률분포 변동을 

위한 위험발생 예상시점, 최대위험발생률, 위

험예측정보 정확률 

 

<그림 3- 6> 위험 지속기간 분포 및 누적분포(Storm, 1990년 이후) 

<표 3- 4> 공급망 중단 위험 모델링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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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공급망 중단 위험 모델링 구성요소 

1) 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분포(𝐗𝒋,𝒕
𝟏 ) 

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분포( 𝑋𝑗,𝑡
1 )는 계획주기 전 시점을 대상으로 t 시점, 

물류거점 𝑗에 공급망 중단을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예측정보가 발생하는 확

률분포를 의미한다. 위험예측정보는 매 시점 {“발생”, “미발생”} 표본공간을 

가지는 베르누이 시행의 결과이며, 이 때 “발생”의 확률 𝑝𝑗,𝑡
1 =Pr{발생}이며 

“미발생”의 확률은 1 − 𝑝𝑗,𝑡
1  이다. 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분포(Xj,t

1 )에서 확률변

수는 표본공간에서 Y(“발생”)=1. Y(“미발생”)=0 인 확률변수 이며, 다음과 같

은 확률분포를 가진다. (X𝑗,𝑡
1 ~𝐵𝑒𝑟𝑛𝑜𝑢𝑙𝑙𝑖(𝑝𝑗,𝑡

1 )) 

Y 0 1 

f(y) 1 − 𝑝𝑗,𝑡
1  𝑝𝑗,𝑡

1  

 

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분포 모델링에 있어서는 각 물류거점별, 각 주기

별 위험예측정보의 발생여부는 독립적으로 반복되는 시행이며, 물류거점에 

이 위험이 발생할 경우 운영중단을 야기할 규모의 위험요인이 발생할 확률을 

경험적 자료를 기반하여 적용한다.  

위험예측정보가 발생된 후 위험예측정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동일한 

물류거점에 중첩되어 위험예측정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2) 위험발생 확률분포(𝑿𝒋,𝜱𝒕

𝟐 ) 

위험발생 확률분포는 물류거점 𝑗 에서 위험예측정보가 발생된 후, time 

window 𝛷𝑡 내에서의 위험발생 확률분포를 나타낸다. 위험발생 확률분포에 따

라 위험발생시점을 결정하고, 지속주기 확률분포에 의한 지속주기에 따라 

<표 3- 5> 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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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enario를 도출한다.  

위험발생 확률분포는 위험의 특성 및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확률분포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에 적용하기 위한 위험발생 

확률분포(𝑋𝑗,𝛷𝑡

2 )를 예측정보에 기반하고 시간흐름에 따라 변동되는 확률분포

를 생성하여 적용한다. 이를 위해서 위험예측정보 발생 시에 위험발생 예측

시점, 최대위험발생확률 및 위험예측정보 정확률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기반

으로 인접 주기에 위험발생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분포한다고 가정한다.  

 

<그림 3- 7> 위험발생 확률분포의 예상 유형 

<그림 3- 8> 본 연구에서의 위험발생 확률분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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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거점 𝑗, 시점 𝑡에서 예측정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때, time window 

Φt에서의 위험발생확률은 다음과 같다. 

𝑃𝑟(𝑅𝑡𝑟
|𝐸) = 𝜌𝑗,Φ𝑡

𝐹 ,      𝑡𝑟 ∈ Φ𝑡 (3.1) 

𝑃𝑟(𝑅𝑡𝑖
|𝐸) =

𝑐𝛷𝑡

|𝑡𝑟 − 𝑡𝑖|
,     𝑡𝑖, 𝑡𝑟 ∈ Φ𝑡 , 𝑡𝑖 ≠ 𝑡𝑟 

(3.2) 

Where 

𝛷𝑡: 시점 t 부터 시점 t+α까지 time window 

𝜌𝑗,𝛷𝑡

𝐹 : 물류거점 j, time window t에서 발생한 위험예측정보(r번째 주기에서 위험

발생)의 최대위험발생확률 

𝑡𝑖: time window 𝛷𝑡의 i번째 시점,  𝑖 ∈ {1, ⋯ , 𝛼}, 

𝑡𝑟: time window 𝛷𝑡의 위험예측정보에서 예측한 위험발생 예상시점으로서 r번

째 시점, 𝑟 ∈ {1, ⋯ , 𝛼}, 

𝑃𝑟(𝑅𝑡𝑖
): time window 𝛷𝑡의 i번째 시점에서 위험이 발생할 확률  𝑖 ∈ {1, ⋯ , 𝛼}, 

𝑃𝑟 (𝐸): 위험예측정보 정확률 

𝑐𝛷𝑡
: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time window 𝛷𝑡의 상수, ∑ 𝑃𝑟(𝑅𝑡𝑖

|𝐸) = 1𝛼
𝑖=1 ,   𝑡𝑖 ∈ Φ𝑡 

 

상기 위험발생 확률분포는 위험예측정보가 최초 발생한 time window에서

의 위험확률발생분포이다. 본 연구에서는 time window의 흐름에 따라 위험예

측정보가 유효한 경우, 예측정보의 최대발생확률이 상승함을 가정하였다. 즉,

위험예측정보가 발생한 이후에는, time window 𝛷𝑡 첫 주기(t0)에서 실제 위험

발생 여부 및 이전 time window Φt−1에서 발생한 위험예측정보가 현주기에도 

유효한지 검토한 후, 실제 위험이 발생하거나, 위험예측정보가 틀릴 경우(ex: 

태풍경로의 변경, 노사협상 타결 등)에는 위험예측정보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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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예측정보를 제거한다. 만일 실제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위험예측정보가 

유지될 경우에는 연속된 다음 time window에서의 위험발생가능성이 상승하는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위험예측정보 정확률(𝑃𝑟 (𝐸))을 이용하여 예측

정보의 유효성을 우선 검토하고, 각 time window별 최대위험발생확률(𝜌𝑗,𝛷𝑡
)은 

예측정보가 발생한 time window에서 위험발생예상시점의 직전 time window까

지 증가함을 가정한다. 

�̂�𝑗,𝑡
𝐹 = (1 − 𝜌𝑗,𝑡

𝐹 )
1
𝑟 (3.3) 

ρ𝑗,Φ𝑡
= 1 − (�̂�𝑗,t)

1
 (3.4) 

ρ𝑗,Φ𝑡+1
= 1 − (�̂�𝑗,t)

2
 (3.5) 

ρ𝑗,Φ𝑡+𝑘
= 1 − (�̂�𝑗,t)

𝑘+1
 (3.6) 

Where 

𝜌𝑗,𝑡
𝐹 : 물류거점 j, 시점 t에서 발생한 최초 위험예측정보의 최대위험발생률 

𝑟: 물류거점 j, 시점 t에서 발생한 최초 위험예측정보의 위험발생 예측시

점,(r ≤ α) 

α: 위험예측기간. Time window의 기간 

�̂�j,t
𝐹 : 물류거점 j, 시점 t에 발생한 최초 위험예측정보의 평균 위험미발생률 

𝜌𝑗,𝛷𝑡
: 물류거점 j, time window Φt에서 위험예측정보의 최대위험발생률 

 

3) 지속기간 확률분포(𝑿𝒋
𝟑) 

위험예측정보 발생 후, time window내 sub-scenario에서 위험이 발생한 이

후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확률분포이다.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근사된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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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통해 결정된다. EM-DAT자료 중 동아시아 지역의 1990년 이후 “storm” 

발생 자료의 지속기간 분포를 기반으로 한 근사분포는 <그림 3-9>와 같다. 

이 중, 지속기간 도출 시 지속기간이 2일 이상(X𝑗
3 ≥ 2) 부분의 경험적 분포와 

curve fitting 정도가 높은 기하분포(Geometric distribution)을 적용한다. Curve 

fitting 결과 파라미터 p값은 0.25073이며, 분포도는 <그림 3-10>과 같다. 

(X𝑗
3~𝐺𝑒𝑜𝑚(0.25073)) 

 

 

 

<그림 3- 9> 지속기간 분포 curve fitting 결과(Storm, 1990년 이후) 

<그림 3- 10> 지속기간 확률분포 근사치(기하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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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동적 할당 모형의 구축 
 

3.2.1 모형의 정의 및 가정 
 

3.2.1.1 모형의 정의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는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

다. 전략적 차원에서 네트워크의 구조, 시설의 수와 위치, 대상 물품의 수와 

특성, 재고의 수량 및 보충 기간 등이 고려된다. 전술적∙운영적 차원에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한 요소들을 보다 상세화한 세분 요소들이 고려대상이 

된다. 상기의 구성요소들을 의사결정변수로 모두 고려하게 되면 모형이 복잡

해지고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모형의 목적과 유관한 부분으로 범위

를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본 연구는 공급망 중단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요인 발생 또는 예측 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경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대응에서부터 발생, 복구

에 이르는 시간 동안 전술적∙운영적 차원에서 확률적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동적으로 할당 및 수송을 수행하고, 최적 할당량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다계층(multi-echelon), 다주기(multi-period) 기반의 동적 할당 

모형을 수립하고, 확률적 위험예측정보 발생 시 time window별 위험발생 확률

분포에서 도출된 다양한 sub-scenario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동적 할당 모형

(Problem 1)의 결정변수는 time window 첫 주기의 간선할당량이며,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목적식을 가진다. 목적식을 구성하는 비용항목은 물류거점 운영

고정비용, 간선수송비용, 지선수송비용, 물류거점 재고비용, 수요지의 Lost-

sale비용 및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으로 인한 회송비용이다.  

또한, 사전 대응 전략 적용과 모형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할당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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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간선수송 도착 시 사이의 의사결정 리드타임을 고려하고, 간선수송이 

이 리드타임 간에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였다.   

또한, 모형의 효과 비교 및 위험예측정보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위험발

생 시나리오 기반 고정 할당량을 도출하는 단일 주기 정적 할당 모형

(Problem 0)을 수립하였다.  

 

3.2.1.2 모형의 기본 가정 

본 연구는 장거리 수송을 수행하며 단일 물품을 대상으로 단일 공급시설

과 다수의 물류거점 및 다수의 수요지를 가지는 다중 생산-할당-배정 네트워

크로 구성된 공급망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계획 주기 내 시설 및 수

요지의 추가 변동은 없으며, 전술적∙운영적 차원의 모형이므로 시설입지모형

과 같은 전략적 차원의 모형에 비해 계획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다.  

본 연구에 적용한 네트워크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노드는 공급

시설, 물류거점 및 수요지로 구분되며, 링크는 공급시설과 물류거점을 연결하

는 간선수송 링크와 물류거점 및 수요지를 연결하는 지선수송 링크로 구분된

다. 공급망 중단의 대상은 물류거점으로 한정짓고, 개별 수송 링크만의 단절

은 고려하지 않았다. 

공급시설 노드와 물류거점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수송 링크와 물류거점 

노드와 수요지를 연결하는 지선수송 링크는 각각 단일 수송 수단을 적용하였

으며, 수단별로 동일한 단위수송비용을 적용하였다.  

각 수요지는 별도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생산계획 및 수송계획

에 따른 수요지 주문량을 주문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수요지에 수송되지 못

한 양은 수요지 생산 및 판매 차질을 유발하므로, Lost-sale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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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형에서 재고의 흐름은 <그림 3-11>과 같다. 수요지의 주문 후 다음 

주기 간선할당량을 결정하여 발송하게 되고, 1주기(리드타임) 이후 물류거점

에 도착하게 된다. 이때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으로 인해 물류거점이 운영되

지 못할 경우, 수송되어 온 양을 공급시설로 회송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도착

한 간선도착량은 지선수송량에 맞춰 각 수요지로 수송되게 되며, 이러한 재

고의 수송과정이 전체 계획기간에 걸쳐 반복되게 된다.  

 

 

 

3.2.1.3 Problem 0 의 정의 

Problem 0은 공급망 중단에 대비한 고정 재고를 유지하는 모형으로서, 단

일 주기에서 확률적 위험발생 상황에 따른 공급량 변화를 반영한 모형이다. 

Problem 0의 목적은 전체 공급망 중단에 대한 확률적 시나리오를 반영한 최

소기대비용을 가지는 결정변수(고정할당량)의 값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림 3- 11> 재고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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𝒎𝒊𝒏. 𝑽𝟎 = (간선수송비용)

+ ∑ 𝒑𝒔 {(운영비용)
𝒔

+ (재고관리비용)
𝑠

+ (지선수송비용)
𝒔

𝒔∈𝑺

+ (Lost − sale비용)
𝒔
} 

where 

𝑝𝑠: 시나리오 𝑠의 발생확률 (𝑠 ∈ 𝑆, ∑ 𝑝𝑠
𝑠∈𝑆 = 1) 

 

 

 

Problem 0에서의 위험발생 시나리오는 물류거점에서의 위험발생 가능성

을 독립적으로 고려하며, 다중 위험 발생 시나리오를 각 물류거점별 위험발

생확률의 곱으로 산정한다.  

 

3.2.1.4 Problem 1의 정의 

Problem 1은 공급망 중단 위험에 대한 위험예측정보의 확률적 위험발생

정보로부터 도출한 위험발생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동적 할당 모형을 수립하

<그림 3- 12> Problem 0 예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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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서, 앞서 도출한 공급망 중단 위험 모델링에서 제시한 위험발생 확

률분포에 기반을 둔 time window내의 위험발생 시나리오 하에서 time window

내 첫 주기의 간선할당량을 결정한다.  

<그림 3-13>은 정상 운영 시, 위험예측정보 발생 시 및 실제 위험이 발

생 했을 때 공급망의 할당 및 수송 과정을 도시한 내용이다.  

 

 

 

Problem 1은 단계적으로 목적식을 구성한다. 우선 𝑡 시점에서의 2계층 공

급망의 할당 모형을 수립한다. 위험발생 시나리오 s를 가정한 상태에서 1주

기 할당 모형 𝑉1
𝑠(𝑡)는 공급망의 고정운영비용, 간선수송비용, 지선수송비용, 

재고관리비용, Lost-sale비용 및 회송비용의 합이다. 

 𝑽𝟏
𝒔 (𝑡)  =

(고정운영비용)
𝑠

+ (간선수송비용)
𝑠

+ (지선수송비용)
𝑠

+  (재고관리비용)
𝑠

+

(Lost − sale비용)
𝑠

+ (회송비용)
𝑠
   

 

동적 할당 모형 구성을 위해서는 다주기(multi-period) 로 구성되는 위험

예측기간(time window)를 도입하고 이를 𝛷𝑡로 표현하며 𝛷𝑡 = {𝑡0, … , 𝑡𝑖 … 𝑡𝛼} 로 

<그림 3- 13> Problem 1 예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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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또한, 위험예측기간 내에 발생하는 위험발생 sub-scenario를 𝑠라 하

여, 동적 할당 모형의 sub-scenario 𝑠 상에서의 목적식 𝑉2,𝛷𝑡

𝑠 을 수립하였다.  

 𝑽𝟐,𝜱𝒕

𝑠 = ∑ 𝑉1
𝑠(𝑡𝑖)

𝑡𝑖

− (첫 주기 간선수송비용 )
𝑠
 

 

위 식에서, sub-scenario 𝑠 하에서의 time window 첫 주기 고정할당량이 반

영된 간선수송비용은 모든 sub-scenario 𝑠 를 고려한 결정변수 산정을 위해 

sub-scenario 상의 목적식 𝑽𝟐,𝜱𝒕

𝑠 에서는 제외된다.   

위 식을 기반으로 총 sub-scenario 𝑠를 반영한 동적 할당 모형의 기대 목

적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 때, 앞서 제외한 첫 주기 고정할당량이 반영된 간

선수송비용을 기대 목적식에 합산한다.  

𝒎𝒊𝒏.  (첫 주기 간선수송비용) + 𝐸(𝑉2,𝛷𝑡

2 , 𝜉𝑗,𝛷𝑡

𝑠 ) 

 

Where 

𝜉𝑗,𝛷𝑡

𝑠 : time window 𝛷𝑡 내, 시설 j에서 발생하는 위험발생시나리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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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리적 모형의 구축 
 

3.2.2.1 Problem 0 

Problem 0은 본 연구의 목적인 동적 할당 모형인 problem 1과의 비교 분

석을 위해 구현한 단일 주기 정적 할당 모형이다. 본 모형의 집합 및 변수 

및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Set of indices 

𝐽 = {1, ⋯ , 𝑗, ⋯ , 𝐽}: 𝑗로 표현되는 물류거점 집합  

𝐾 = {1, ⋯ , 𝑘, ⋯ , 𝐾}: 𝑘로 표현되는 수요지 집합  

𝑆 = {1, ⋯ , 𝑠, ⋯ , 𝑆}: 𝑠로 표현되는 위험발생 시나리오 집합  

 

Set of parameters 

𝐹𝑗: 물류거점 𝑗의 평균 고정 운영비 (𝑗 ∈ 𝐽) 

𝐶𝑗
ℎ: 물류거점 𝑗의 단위재고관리비용 (𝑗 ∈ 𝐽) 

𝐶𝑘
𝑙 : 수요지 𝑘의 단위 Lost-sale비용 (𝑘 ∈ 𝐾) 

𝐶𝑡𝑚: 공급시설과 물류거점간 단위간선수송비용 

𝐶𝑡𝑏: 물류거점과 수요지간 단위지선수송비용 

𝑑𝑗: 공급시설과 물류거점 𝑗 간 거리 (𝑗 ∈ 𝐽) 

𝑑𝑗,𝑘: 물류거점 𝑗와 수요지 𝑘 간 거리 (𝑗 ∈ 𝐽,  𝑘 ∈ 𝐾) 

𝜇𝑘: 수요지 𝑘의 평균 수요 (𝑘 ∈ 𝐾) 

𝑀: Big positive number 

𝑝𝑠: 위험발생 시나리오 𝑠의 발생확률 (𝑠 ∈ 𝑆) 

𝛿𝑗
𝑠: 위험발생 시나리오 𝑠에서 물류거점 𝑗에 위험발생 시 1, 아니면 0 

(𝑗 ∈ 𝐽, 𝑠 ∈ 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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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of decision variable 

𝑄𝑗
𝐹: 물류거점 𝑗의 수송량(할당량) (𝑗 ∈ 𝐽) 

 

Set of state variables 

𝑍𝑗,𝑘
𝑠 : 위험발생 시나리오 𝑠에서 수요지 𝑘가 물류거점 𝑗 배정 시 1, 아니면 0 

(𝑗 ∈ 𝐽,  𝑘 ∈ 𝐾) 

𝐼𝑘
𝐿𝑜𝑠𝑡,𝑠

: 위험발생 시나리오 𝑠에서 수요지 𝑘에 발생하는 Lost-sale양(𝑗 ∈ 𝐽,  𝑘 ∈

𝐾, 𝑠 ∈ 𝑆) 

𝐷𝑗,𝑘
𝑠 : 위험발생 시나리오 𝑠에서 물류거점 𝑗에서 수요지 𝑘로의 지선수송량  

(𝑗 ∈ 𝐽,  𝑘 ∈ 𝐾, 𝑠 ∈ 𝑆) 

𝐷𝑗,𝑘
𝑍,𝑠

 : 𝐷𝑗,𝑘,𝑠 × 𝑍𝑗,𝑘,𝑠 (𝑗 ∈ 𝐽,  𝑘 ∈ 𝐾, 𝑠 ∈ 𝑆) 

 

1) 간선수송비용 

물류거점은 공급시설과 수요지를 연결하는 중간 계층(echelon)의 노드로

서 상품의 집하 및 재고관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모형에서 물류거점

의 간선수송비용은 결정변수인 간선할당량(𝑄𝑗
𝐹)과 단위 간선수송비용 및 거리

의 곱으로 결정하였다.  

간선수송비용 = ∑ 𝐶𝑡𝑚𝑑𝑗𝑄𝑗
𝐹

𝑗

 (3.7) 

물류거점별 간선수송량은 위험발생 시나리오별로 결정되는 지선수송량의 

합으로 결정되며, 각 시나리오별로 지선수송량 합과의 차이는 안전재고량으

로 관리된다. 이를 결정하는 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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𝑄𝑗
𝐹 ≥ ∑ 𝐷𝑗,𝑘

𝑍,𝑠

𝑘

,     ∀𝑗, 𝑠, (3.8) 

2) 물류거점 고정 운영비용 

각 위험발생 시나리오별로 발생하는 위험은 물류거점의 운영중단을 초래

하며, 운영중단이 발생한 물류거점의 운영비용은 총비용에서 반영하지 않았

다. 위험발생 시나리오별 물류거점 고정 운영비용은 다음과 같다.  

물류거점 고정 운영비용 = ∑ 𝐹𝑗𝛿𝑗
𝑠

𝑗

 (3.9) 

3) 지선수송비용 

각 물류거점에서 수요지로의 수송량인 지선수송량(𝐷𝑗,𝑘
𝑠 )의 수송비용이다.  

지선수송비용 = ∑ ∑ 𝐶𝑡𝑏𝑑𝑗,𝑘𝐷𝑗,𝑘
𝑠

𝑘𝑗

 (3.10) 

물류거점의 위험발생 여부를 반영하여 위험발생 시나리오별 최소비용 할

당량을 결정하며, 단일 수요지는 단일 물류거점에서만 수송된다. 

∑ 𝑍𝑗,𝑘
𝑠 ≤ 1,     ∀𝑘, 𝑠

𝑗

 (3.11) 

𝑍𝑗,𝑘
𝑠 ≤ 𝛿𝑗

𝑠,     ∀𝑗, 𝑘, 𝑠 (3.12) 

 

다음 제약식은 모형의 MILP 풀이를 위해 지선수송량(𝐷𝑗,𝑘
𝑠 ) 및 배정여부

(𝑍𝑗,𝑘
𝑠 )의 곱 변수(𝐷𝑗,𝑘

𝑍,𝑠)를 선형 형태로 변환하는 제약식이다.   

Dj,k
𝑍,𝑠 ≤ 𝑍𝑗,𝑘

𝑠 𝑀,     ∀𝑗, 𝑘, 𝑠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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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k
𝑍,𝑠 ≤ 𝐷𝑗,𝑘

𝑠 ,     ∀𝑗, 𝑘, 𝑠 (3.14) 

Dj,k
𝑍,𝑠 ≥ 𝐷𝑗,𝑘

𝑠 − (1 − 𝑍𝑗,𝑘
𝑠 )𝑀,     ∀𝑗, 𝑘, 𝑠 (3.15) 

4) 물류거점 재고관리비용 

물류거점 재고관리비용은 고정 간선할당량(𝑄𝑗
𝐹)에서 각 위험발생 시나리

오별로 결정된 물류거점 지선수송량의 차이로 결정되며, 비용식은 다음과 같

다.   

물류거점 재고관리비용 = ∑ (𝑄𝑗
𝐹 − ∑ 𝐷𝑗,𝑘

𝑍,𝑠

𝑘

)

𝑗

 (3.16) 

5) Lost-sale비용 

각 위험발생 시나리오별 Lost–sale양은 수요지의 단일 주기 평균 수요에 

수송된 지선수송량의 차이로 결정되며, Lost-sale비용은 단위 Lost-sale비용에 

Lost-sale양을 곱하여 결정된다. 비용식 및 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Lost − sale비용 = ∑ 𝐶𝑘
𝑙 𝐼𝑘

𝐿𝑜𝑠𝑡,𝑠

𝑘

 (3.17) 

∑ 𝐷𝑗,𝑘
𝑍,𝑠

𝑗

+ 𝐼𝑘
𝐿𝑜𝑠𝑡,𝑠 = 𝜇𝑘 ,     ∀𝑘, 𝑠 (3.18) 

 

위험발생 시나리오별 물류거점 고정 운영비용, 지선수송비용, 물류거점 

재고관리비용, Lost-sale비용의 발생확률에 따른 기대비용의 합과 고정간선수

송비용의 합으로서 problem 0의 목적식을 구성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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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𝑉0 = ∑ 𝐶𝑡𝑚𝑑𝑗𝑄𝑗
𝐹

𝑗

 

+ ∑ 𝑝𝑠 {∑ 𝐹𝑗𝛿𝑗
𝑠 + ∑ ∑ 𝐶𝑡𝑏𝑑𝑗,𝑘𝐷𝑗,𝑘

𝑠

𝑘𝑗𝑗𝑠

+ ∑ (𝑄𝑗
𝐹  − ∑ 𝐷𝑗,𝑘

𝑍,𝑠

𝑘

)

𝑗

+ ∑ 𝐶𝑘
𝑙 𝐼𝑘

𝐿𝑜𝑠𝑡,𝑠

𝑘

} 

(3.19) 

 

 

Subject to 

 

 

∑ 𝑝𝑠 = 1,

𝑠

  

𝑄𝑗
𝐹 ≥ ∑ 𝐷𝑗,𝑘

𝑍,𝑠

𝑘

,     ∀𝑗, 𝑠,  

∑ 𝑍𝑗,𝑘
𝑠 ≤ 1,     ∀𝑘, 𝑠,

𝑗

  

∑ 𝐷𝑗,𝑘
𝑍,𝑠

𝑗

+ 𝐼𝑘
𝐿𝑜𝑠𝑡,𝑠 = 𝜇𝑘 ,     ∀𝑘, 𝑠,  

𝑍𝑗,𝑘
𝑠 ≤ 𝛿𝑗

𝑠,     ∀𝑗, 𝑘, 𝑠,  

Dj,k
𝑍,𝑠 ≤ 𝑍𝑗,𝑘

𝑠 𝑀,     ∀𝑗, 𝑘, 𝑠,  

Dj,k
𝑍,𝑠 ≤ 𝐷𝑗,𝑘

𝑠 ,     ∀𝑗, 𝑘, 𝑠,  

Dj,k
𝑍,𝑠 ≥ 𝐷𝑗,𝑘

𝑠 − (1 − 𝑍𝑗,𝑘
𝑠 )𝑀,     ∀𝑗, 𝑘, 𝑠,  

𝛿𝑗
𝑠 = {0,1},     ∀𝑗, 𝑠,  

𝑍𝑗,𝑘
𝑠 = {0,1},     ∀𝑗, 𝑘, 𝑠,  

𝑄𝑗
𝐹 ≥ 0,     ∀𝑗,  

𝐷𝑗,𝑘
𝑍,𝑠, 𝐷𝑗,𝑘

𝑠 ≥ 0,     ∀𝑗, 𝑘, 𝑠,  

𝐼𝑘
𝐿𝑜𝑠𝑡,𝑠 ≥ 0,     ∀𝑘, 𝑠,  

결정변수: 𝑄𝑗
𝐹, 

외부입력변수: 𝛿𝑗
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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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Problem 1 

본 모형은 time window별 첫 주기 간선할당량을 도출하기 위한 다주기 

동적 할당 모형으로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목적식과 제약식으로 구성된다.   

Index sets 

𝐽 = {1, ⋯ , 𝑗, ⋯ , 𝐽} : 𝑗로 표현되는 물류거점 집합  

𝐾 = {1, ⋯ , 𝑘, ⋯ , 𝐾} : 𝑘로 표현되는 수요지 집합 

𝑆 = {1, ⋯ , 𝑠 ⋯ , 𝑆}: 𝑠로 표현되는 sub-scenario 집합  

𝑇 = {1, ⋯ , 𝑡, ⋯ , 𝑇}: 𝑡로 표현되는 주기 집합 

𝛷 = {𝛷1, ⋯ , 𝛷𝑡 , ⋯ , 𝛷𝑇}: 𝛷𝑡로 표현되는 time window 집합  

           (𝛷𝑡 = {𝑡0, … , 𝑡𝑖, … 𝑡𝛼} = {𝑡, 𝑡 + 1, … , 𝑡 + 𝛼},   𝛷𝑡 ⊂ 𝑇) 

 

Parameters 

𝐹𝑗: 물류거점 𝑗의 주기당 고정 운영비용 (∀𝑗 ∈ 𝐽) 

Cj
ℎ: 물류거점 𝑗의 단위 재고관리비용 (𝑗 ∈ 𝐽) 

𝐶𝑘
𝑙 : 수요지 𝑘의 단위 Lost-sale비용 (𝑘 ∈ 𝐾) 

𝐶𝑗
𝑙: 물류거점 𝑗의 단위 회송비용 (𝑗 ∈ 𝐽) 

𝐶𝑡𝑚: 공급시설 과 물류거점 간 단위 간선수송비용 

𝐶𝑡𝑏: 물류거점 과 수요지 간 단위 지선수송비용 

𝑑𝑗: 공급시설 과 물류거점 𝑗 간 거리 (𝑗 ∈ 𝐽) 

𝑑𝑗,𝑘: 물류거점 𝑗 와 수요지 간 거리 (𝑗 ∈ 𝐽,  𝑘 ∈ 𝐾) 

𝜇𝑘 : 수요지 𝑘의 주기당 평균 수요 (𝑘 ∈ 𝐾) 

𝑏𝑗: 물류거점 𝑗의 용량 (𝑗 ∈ 𝐽) 

𝑀 : Big positiv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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𝛼: 위험 예측 기간 

 

Decision variables 

𝑄𝑗
𝐹(𝑡0): 물류거점 𝑗 의 첫 주기 𝑡0 간선할당량 (𝑗 ∈ 𝐽,  𝑡0 ∈ 𝛷) 

 

Exogenous input variables 

𝐷𝑘(𝑡𝑖): 주기 𝑡𝑖 수요지 𝑘의 수요 (𝑘 ∈ 𝐾, 𝑡𝑖 ∈ 𝛷) 

ξj
𝑠: time window 𝛷𝑡, 물류거점 𝑗에서의 sub-scenario 𝑠 (𝑗 ∈ 𝐽, 𝑠 ∈ 𝑆𝛷𝑡

) 

δj
𝑠(𝑡𝑖) : time window 𝛷𝑡, sub-scenario 𝑠, 𝑖번째 주기에서 물류거점 𝑗에 위험이 

발생하면 0, 아니면 1 (𝑖 ∈ {1, . . , 𝛼}, 𝑗 ∈ 𝐽, 𝑡𝑖 ∈ 𝛷𝑡 , 𝑠 ∈ 𝑆𝛷𝑡
, 𝛿𝑗

𝑠(𝑡𝑖) ∈ 𝜉𝑗
𝑠) 

 

State variables 

𝑈𝑗
𝑠(𝑡𝑖): time window 𝛷𝑡, sub-scenario 𝑠, 𝑖번째 주기에서 물류거점 𝑗 이용 시 1, 

아니면 0 (𝑖 ∈ {1, . . , 𝛼}, 𝑗 ∈ 𝐽, 𝑡𝑖 ∈ 𝛷𝑡 , 𝑠 ∈ 𝑆𝛷𝑡
)  

Zj,k
s (ti): time window 𝛷𝑡, sub-scenario 𝑠, 𝑖번째 주기에서 물류거점 𝑗에 수요지 k 

배정 시 1, 아니면 0 (𝑖 ∈ {1, . . , 𝛼}, 𝑗 ∈ 𝐽,  𝑘 ∈ 𝐾, 𝑡𝑖 ∈ 𝛷𝑡 , 𝑠 ∈ 𝑆𝛷𝑡
) 

Qj
𝑅,𝑠(𝑡𝑖): time window 𝛷𝑡, sub-scenario 𝑠, 𝑖번째 주기에서 물류거점 𝑗에 도착한 

간선도착량 (𝑖 ∈ {1, . . , 𝛼}, 𝑗 ∈ 𝐽, 𝑡𝑖 ∈ 𝛷𝑡, 𝑠 ∈ 𝑆𝛷𝑡
)  

Qj
𝐵,𝑠(𝑡𝑖): time window 𝛷𝑡, sub-scenario 𝑠, 𝑖번째 주기에서 물류거점 𝑗에서의 

회송량 (𝑖 ∈ {1, . . , 𝛼}, 𝑗 ∈ 𝐽, 𝑡𝑖 ∈ 𝛷𝑡 , 𝑠 ∈ 𝑆𝛷𝑡
) 

𝑂𝐷𝑗
𝑠(𝑡𝑖−1) : time window 𝛷𝑡, sub-scenario 𝑠, 𝑖번째 주기에서 물류거점 𝑗에서의 

주문량 (𝑖 ∈ {1, . . , 𝛼}, 𝑗 ∈ 𝐽, 𝑡𝑖 ∈ 𝛷𝑡 , 𝑠 ∈ 𝑆𝛷𝑡
) 

𝑆𝑗
𝐿,𝑠(𝑡𝑖): time window 𝛷𝑡, sub-scenario 𝑠, 𝑖번째 주기에서 물류거점 𝑗의 재고 

수준 (𝑖 ∈ {1, . . , 𝛼}, 𝑗 ∈ 𝐽,  𝑡𝑖 ∈ 𝛷𝑡 , 𝑠 ∈ 𝑆𝛷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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𝐼𝑘
𝐿𝑜𝑠𝑡,𝑠(𝑡𝑖): time window 𝛷𝑡, sub-scenario 𝑠, 𝑖번째 주기에서 수요지 k의 Lost-

sale양 (𝑖 ∈ {1, . . , 𝛼}, 𝑘 ∈ 𝐾, 𝑡𝑖 ∈ 𝛷𝑡 , 𝑠 ∈ 𝑆𝛷𝑡
) 

𝐷𝑗,𝑘
𝑠 (𝑡𝑖): time window 𝛷𝑡, sub-scenario 𝑠, 𝑖번째 주기에서 물류거점 𝑗에서 수요지 

k로의 지선수송량 (𝑖 ∈ {1, . . , 𝛼}, 𝑗 ∈ 𝐽, 𝑘 ∈ 𝐾, 𝑡𝑖 ∈ 𝛷𝑡 , 𝑠 ∈ 𝑆𝛷𝑡
) 

𝐷𝑗,𝑘
𝑍,𝑠(𝑡𝑖): 𝐷𝑗,𝑘

𝑠 (𝑡𝑖) × 𝑍𝑗,𝑘
𝑠 (𝑡𝑖) (𝑖 ∈ {1, . . , 𝛼}, 𝑗 ∈ 𝐽,  𝑘 ∈ 𝐾, 𝑡𝑖 ∈ 𝛷𝑡 , 𝑠 ∈ 𝑆𝛷𝑡

) 

𝑉1
𝑠(𝑡𝑖): time window 𝛷𝑡, sub-scenario 𝑠, 𝑖번째 주기의 총비용 목적함수 

(𝑖 ∈ {1, . . , 𝛼}, 𝑡𝑖 ∈ 𝛷𝑡) 

𝑉2,Φ𝑡

s : time window 𝛷𝑡, sub-scenario 𝑠에서의 총비용 목적함수 

 

1) 물류거점 운영비용 

물류거점은 공급시설과 수요지를 연결해주는 중간 계층으로 사용한다. 

물류거점 사용여부에 따라, 고정운영비용(𝐹𝑗)의 반영되며, 목적식에 포함되는 

운영비용 수식은 다음과 같다.  

물류거점 운영비용 = ∑ 𝐹𝑗𝑈𝑗
𝑠(𝑡𝑖)

𝑗

 (3.20) 

여기서, 𝑈𝑗
𝑠(𝑡𝑖)는 물류거점 사용 여부에 대한 상태변수이다.  

물류거점 용량 결정 시, 위험이 발생하여 운영불가능상태를 고려하여 위

험 상태 변수(𝛿𝑗
𝑠(𝑡𝑖))를 용량결정 제약에 반영한다.  

𝑈𝑗
𝑠(𝑡𝑖) ≤ 𝛿𝑗

𝑠(𝑡𝑖),      ∀𝑗, 𝑡𝑖, 𝑠 (3.21) 

 

2) 간선할당량, 도착량 결정 및 간선수송비용 

공급시설에서 물류거점까지 수송하는 간선수송수단 수송비용의 합이다. 

각 주기 간선할당량 (𝑄𝑗
𝐹,𝑠(𝑡𝑖−1))와 물품의 단위간선수송비용(𝐶𝑡𝑚), 공급시설

과 물류거점까지의 거리(𝑑𝑗)의 곱의 합으로 구성된다. 간선수송 시에 공급시



 

 

- 60 - 

 

설에서 물류거점까지의 수송량 할당이 이뤄지며, 도착량 및 회송량 결정을 

위한 물류거점 용량 제약식이 추가된다. 

간선수송비용 = ∑ 𝐶𝑡𝑚𝑑𝑗𝑄𝑗
𝐹,𝑠(𝑡𝑖−1)

𝑗

 (3.22) 

이 때, 간선수송량 ( 𝑄𝑗
𝐹,𝑠(𝑡𝑖−1) )은 이전 주기(𝑡𝑖−1)에 지선수송이 완료된 

후, 물류거점 𝑗의 재고수준 및 현 주기(𝑡𝑖) 수요를 고려한 간선할당량(수송량)

을 결정한다.  

𝑂𝐷𝑗
𝑠(𝑡𝑖−1) ≤ 𝑆𝑗

𝐿,𝑠(𝑡𝑖−1) + 𝑄𝑗
𝐹,𝑠(𝑡𝑖−1),     ∀𝑗, 𝑡𝑖, 𝑠 (3.23) 

∑ 𝑂𝐷𝑗
𝑠(𝑡𝑖−1) ≤ ∑ 𝜇𝑘

𝑘𝑗

,     ∀𝑡𝑖, 𝑠 (3.24) 

𝑄𝑗
𝐹,𝑠(𝑡𝑖−1) ≤ 𝑞𝑣𝑐,     ∀𝑗, 𝑡𝑖, 𝑠 (3.25) 

물류거점 재고수준 (𝑆𝑗
𝐿,𝑠(𝑡𝑖))과 간선할당량(𝑄𝑗

𝐹,𝑠(𝑡𝑖))의 합은 물류거점의 

용량 제약을 받는다.  

𝑆𝑗
𝐿,𝑠(𝑡𝑖−1)𝛿𝑗

𝑠(𝑡𝑖) + 𝑄𝑗
𝑅,𝑠(𝑡𝑖) ≤ 𝑏𝑗𝑈𝑗(𝑡𝑖),     ∀𝑗, 𝑡𝑖 , 𝑠 (3.26) 

 

3) 지선수송비용 

지선수송비용은 물류거점에서 수요지의 주문량 및 현재 재고량을 고려한 

지선수송량을 수송하는 비용이다. 지선수송비용은 단위 지선수송비용(𝐶𝑡𝑏)과 

물류거점 𝑗와 수요지 𝑘 간의 거리(𝑑𝑗,𝑘)와 지선수송량(𝐷𝑗,𝑘
𝑍,𝑠(𝑡𝑖))의 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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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수송비용 = ∑ 𝐶𝑡𝑏𝑑𝑗,𝑘𝐷𝑗,𝑘
𝑍,𝑠(𝑡𝑖)

𝑗

 (3.27) 

물류거점 𝑗로부터 수요지 𝑘로의 지선수송량 (𝐷𝑗.𝑘
𝑍,𝑠(𝑡𝑖))과 수송되지 못한 

Lost-sale 양(𝐼𝑘
𝐿𝑜𝑠𝑡,𝑠(𝑡𝑖))의 합은 현주기 수요지 𝑘의 수요(𝐷𝑘(𝑡𝑖))이며, 지선수송

량은 수송수단용량(vc) 보다 작거나 같다.  

𝐷𝑘 (𝑡𝑖) = ∑ 𝐷𝑗.𝑘
𝑍,𝑠(𝑡𝑖) + 𝐼𝑘

𝐿𝑜𝑠𝑡,𝑠(𝑡𝑖)

𝑗

,     ∀𝑘, 𝑡𝑖, 𝑠 (3.28) 

Dj,k
𝑍,𝑠(𝑡𝑖) ≤ 𝑣𝑐,     ∀𝑘, 𝑡𝑖 , 𝑠 (3.29) 

지선수송량 및 지선수송경로를 결정하기 위해 지선수송량(𝐷𝑗,𝑘
𝑠 (𝑡𝑖))와 지

선수송경로(𝑍𝑗,𝑘
𝑠 (𝑡𝑖))를 곱한 변수(𝐷𝑗,𝑘

𝑍,𝑠(𝑡𝑖))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

속변수(𝐷𝑗,𝑘
𝑠 (𝑡𝑖))  와 이진변수(𝑍𝑗,𝑘

𝑠 (𝑡𝑖))의 곱변수(𝐷𝑗,𝑘
𝑍,𝑠(𝑡𝑖))를 MILP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형식을 이용하였다.  

𝐷𝑗,𝑘
𝑍,𝑠(𝑡𝑖) ≤ 𝑍𝑗,𝑘

𝑠 (𝑡𝑖)𝑀,     ∀𝑗, 𝑘, 𝑡𝑖, 𝑠 (3.30) 

𝐷𝑗,𝑘
𝑍,𝑠(𝑡𝑖) ≤ 𝐷𝑗,𝑘

𝑠 (𝑡𝑖),     ∀𝑗, 𝑘, 𝑡𝑖, 𝑠 (3.31) 

Dj,k
𝑍,𝑠(𝑡𝑖) ≥ 𝐷𝑗,𝑘

𝑠 (𝑡𝑖) − (1 − 𝑍𝑗,𝑘
𝑠 (𝑡𝑖)) 𝑀,     ∀𝑗, 𝑘, 𝑡𝑖, 𝑠 (3.32) 

지선수송량 결정을 위해서 단일 지선수송 제약 및 위험 발생에 따라 지

선수송제약을 받는다.  

∑ 𝑍𝑗,𝑘
𝑠 (𝑡𝑖) = 𝛿𝑗

𝑠(𝑡𝑖)

𝑘

,     ∀𝑗, 𝑡𝑖, 𝑠, 𝑖𝑓 𝛿𝑗
𝑠(𝑡𝑖) = 0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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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𝑍𝑗,𝑘
𝑠 (𝑡𝑖) ≤ 1

𝑗

,     ∀𝑘, 𝑡𝑖 , 𝑠 (3.34) 

 

4) 물류거점 재고관리비용 

물류거점 재고관리비용은 물류거점에서 보관하게 되는 재고보유비용이다. 

재고관리비용은 각 물류거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수준(𝑆𝑗
𝐿,𝑠(ti))과 단위당 

재고관리비용(𝐶𝑗
ℎ)의 곱이다.  

물류거점 재고관리비용 = ∑ 𝐶𝑗
ℎ𝑆𝑗

𝐿,𝑠(𝑡𝑖)

𝑗

 (3.35) 

물류거점에서의 재고수준은 다음과 같이 이전주기와 연결되어 다주기 모

형을 구성한다.  

𝑆𝑗
𝐿,𝑠(𝑡𝑖) = 𝑆𝑗

𝐿,𝑠(𝑡𝑖−1) + 𝑄𝑗
𝑅,𝑠(𝑡𝑖) − (∑ 𝐷𝑗,𝑘

𝑍,𝑠(𝑡𝑖)

𝑘

) ,      ∀𝑗, 𝑡𝑖 , 𝑠 (3.36) 

5) Lost-sale 비용 

물류거점의 운영중단 등으로 인해 수요지 주문량만큼 지선수송하지 못할

경우에 수요지의 공정 중단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비용을 Lost-sale비

용이라고 하며, 비용은 단위 Lost-sale비용(𝐶𝑘
𝑙 (𝑡𝑖))과 수요지 𝑘로 수송되지 

못한 Lost-sale량(𝐼𝑘
𝐿𝑜𝑠𝑡,𝑠(𝑡𝑖))의 곱이다.  

Lost − sale비용 = ∑ 𝐶𝑘
𝑙

𝑘∈𝐾

𝐼𝑘
𝐿𝑜𝑠𝑡,𝑠(𝑡𝑖) (3.37) 

 

6) 회송 비용 

이전주기 최적 간선할당량이 결정되어 수송하는 중에 현 주기 물류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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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수송하던 간선할당분을 반송시

킬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회송비용 = ∑ 𝐶𝑗
𝑙𝑄𝑗

𝐵,𝑠(𝑡𝑖)

𝑗

 (3.38) 

물류거점의 도착량 (𝑄𝑗
𝑅,𝑠(𝑡𝑖))은 물류거점에서 실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수송되어 오던 간선할당량을 회송하는 회송량(𝑄𝑗
𝐵,𝑠(𝑡𝑖))를 함께 고려하여 결

정한다.  

𝑄𝑗
𝐹,𝑠(𝑡𝑖−1) = 𝑄𝑗

𝑅,𝑠(𝑡𝑖) + 𝑄𝑗
𝐵,𝑠(𝑡𝑖),     ∀𝑗, 𝑡𝑖, 𝑠 (3.39) 

 

7) 기대비용 및 목적함수식의 구성 

Sub-scenario 𝑠의 시점 𝑡𝑖에 대한 MILP 형태의 목적함수값(𝑉1
𝑠(𝑡𝑖))는 다음

과 같은 비용의 총합이다.  

𝑉1
𝑠(𝑡𝑖) = ∑ 𝐹𝑗𝑈𝑗

𝑠(𝑡𝑖)

𝑗

+ ∑ 𝐶𝑡𝑚𝑑𝑗𝑄𝑗
𝐹,𝑠(𝑡𝑖−1)

𝑗

+ ∑ ∑ 𝐶𝑡𝑏𝑑𝑗,𝑘𝐷𝑗,𝑘
𝑍,𝑠(𝑡𝑖)

𝑘𝑗

+ ∑ 𝐶𝑗
ℎ𝑆𝑗

𝐿,𝑠(𝑡𝑖)

𝑗

+ ∑ 𝐶𝑘
𝐿𝐼𝑘

𝐿𝑜𝑠𝑡,𝑠(𝑡𝑖)

𝑘

+ ∑ 𝐶𝑗
𝑙

𝑗

𝑄𝑗
𝐵,𝑠(𝑡𝑖) 

(3.40) 

Time window 𝛷𝑡 에서 sub-scenario s에 따른 목적식 𝑉2,𝛷𝑡

𝑠 의 형태는 time 

window 𝛷𝑡  내의 모든 주기에서의 목적식  𝑉1
𝑠(𝑡𝑖)의 첫 주기 간선수송비용을 

제외한 값과 같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모든 sub-

scenario를 고려하는 최적 첫 주기 간선할당량을 반영한 간선수송비용을 식

(3.41)에서 고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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𝑉2,𝛷𝑡

𝑠 = ∑ 𝑉1
𝑠(𝑡𝑖) −

𝑡𝑖∈Φ𝑡

∑ 𝐶𝑡𝑚𝑑𝑗𝑄𝑗
𝐹,𝑠(𝑡0),

𝑗

     𝑖 = {1, ⋯ , 𝛼} (3.41) 

Time window Φt에서 모든 sub-scenario s에 대한 총비용 최소화 기대 목적

식은 모든 sub-scenario에서 반영되는 최적 첫 주기 간선할당량을 포함한 간선

수송비용과 각 sub-scenario별 기대비용을 합한 총비용 목적식을 최소화하는 

다음 식과 같다.  

min.   ∑ 𝐶𝑡𝑚𝑑𝑗𝑄𝑗
𝐹(𝑡0) + 𝐸[𝑉2,Φ𝑡

𝑠 , 𝜉𝑗,Φt

𝑠 ]

𝑗

 (3.42) 

ξj,Φt

𝑠 = {𝛿𝑗
𝑠(𝑡1), ⋯ , 𝛿𝑗

𝑠(𝑡𝛼)}, ∀s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𝐦𝐢𝐧.   ∑ 𝐶𝑡𝑚𝑑𝑗𝑄𝑗
𝐹(𝑡0) + 𝐸[𝑉2,Φ𝑡

𝑠 , 𝜉𝑗,Φt

𝑠 ]

𝑗

,     ξj,Φt

𝑠 = {𝛿𝑗
𝑠(𝑡1), ⋯ , 𝛿𝑗

𝑠(𝑡𝛼)}, s ∈ SΦ𝑡
 

where 

𝑉1
𝑠(𝑡𝑖) = ∑ 𝐹𝑗𝑈𝑗

𝑠(𝑡𝑖)

𝑗

+ ∑ 𝐶𝑡𝑚𝑑𝑗𝑄𝑗
𝐹,𝑠(𝑡𝑖−1)

𝑗

+ ∑ ∑ 𝐶𝑡𝑏𝑑𝑗,𝑘𝐷𝑗,𝑘
𝑍,𝑠(𝑡𝑖)

𝑘𝑗

+ ∑ 𝐶𝑗
ℎ𝑆𝑗

𝐿,𝑠(𝑡𝑖)

𝑗

+ ∑ 𝐶𝑘
𝐿𝐼𝑘

𝐿𝑜𝑠𝑡,𝑠(𝑡𝑖)

𝑘

+ ∑ 𝐶𝑗
𝑙

𝑗

𝑄𝑗
𝐵,𝑠(𝑡𝑖) 

𝑉2,Φ𝑡

s = ∑ 𝑉1
𝑠(𝑡𝑖) −

𝑡𝑖∈Φ𝑡

∑ 𝐶𝑡𝑚𝑑𝑗𝑄𝑗
𝐹,𝑠(𝑡0),

𝑗

     𝑖 = {1, ⋯ , 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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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to  

  𝑈𝑗
𝑠(𝑡𝑖) ≤ 𝛿𝑗

𝑠(𝑡𝑖),      ∀𝑗, 𝑡𝑖 , 𝑠,  

𝑂𝐷𝑗
𝑠(𝑡𝑖−1) ≤ 𝑆𝑗

𝐿,𝑠(𝑡𝑖−1) + 𝑄𝑗
𝐹,𝑠(𝑡𝑖−1),     ∀𝑗, 𝑡𝑖 , 𝑠,  

∑ 𝑂𝐷𝑗
𝑠(𝑡𝑖−1) ≤ ∑ 𝜇𝑘

𝑘𝑗

,     ∀𝑡𝑖, 𝑠,  

𝑄𝑗
𝐹,𝑠(𝑡𝑖−1) ≤ 𝑞𝑣𝑐,     ∀𝑗, 𝑡𝑖 , 𝑠,  

𝑆𝑗
𝐿,𝑠(𝑡𝑖−1)𝛿𝑗

𝑠(𝑡𝑖) + 𝑄𝑗
𝑅,𝑠(𝑡𝑖) ≤ 𝑏𝑗𝑈𝑗(𝑡𝑖),     ∀𝑗, 𝑡𝑖, 𝑠,  

𝑄𝑗
𝐹,𝑠(𝑡𝑖−1) = 𝑄𝑗

𝑅,𝑠(𝑡𝑖) + 𝑄𝑗
𝐵,𝑠(𝑡𝑖),     ∀𝑗, 𝑡𝑖 , 𝑠,  

𝐷𝑘 (𝑡𝑖) = ∑ 𝐷𝑗.𝑘
𝑍,𝑠(𝑡𝑖) + 𝐼𝑘

𝐿𝑜𝑠𝑡,𝑠(𝑡𝑖)

𝑗

,     ∀𝑘, 𝑡𝑖, 𝑠,  

∑ 𝑍𝑗,𝑘
𝑠 (𝑡𝑖) = 𝛿𝑗

𝑠(𝑡𝑖)

𝑘

,     ∀𝑗, 𝑡𝑖 , 𝑠, 𝑖𝑓 𝛿𝑗
𝑠(𝑡𝑖) = 0,  

∑ 𝑍𝑗,𝑘
𝑠 (𝑡𝑖) ≤ 1

𝑗

,     ∀𝑘, 𝑡𝑖, 𝑠,  

Dj,k
𝑍,𝑠(𝑡𝑖) ≤ 𝑣𝑐,     ∀𝑘, 𝑡𝑖 , 𝑠,  

𝑆𝑗
𝐿,𝑠(𝑡𝑖) = 𝑆𝑗

𝐿,𝑠(𝑡𝑖−1) + Qj
R,s(𝑡𝑖) − (∑ 𝐷𝑗,𝑘

𝑍,𝑠(𝑡𝑖)

𝑘

) ,      ∀𝑗, 𝑡𝑖, s,  

𝐷𝑗,𝑘
𝑍,𝑠(𝑡𝑖) ≤ 𝑍𝑗,𝑘

𝑠 (𝑡𝑖)𝑀,     ∀𝑗, 𝑘, 𝑡𝑖, 𝑠,  

𝐷𝑗,𝑘
𝑍,𝑠(𝑡𝑖) ≤ 𝐷𝑗,𝑘

𝑠 (𝑡𝑖),     ∀𝑗, 𝑘, 𝑡𝑖 , 𝑠,  

Dj,k
𝑍,𝑠(𝑡𝑖) ≥ 𝐷𝑗,𝑘

𝑠 (𝑡𝑖) − (1 − 𝑍𝑗,𝑘
𝑠 (𝑡𝑖)) 𝑀,     ∀𝑗, 𝑘, 𝑡𝑖, 𝑠,  

𝑈𝑗
𝑠(𝑡𝑖) = {0,1},     ∀𝑗, 𝑡𝑖 , 𝑠,  

𝑍𝑗,𝑘
𝑠 (𝑡𝑖) = {0,1},     ∀𝑗, 𝑘, 𝑡𝑖 , 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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𝑄𝑗
𝐹,𝑠(𝑡𝑖), 𝑄𝑗

𝑅,𝑠(𝑡𝑖), 𝑄𝑗
𝐵,𝑠(𝑡𝑖), 𝑆𝑗

𝐿,𝑠(𝑡𝑖) ≥ 0,     ∀𝑗, 𝑡𝑖, 𝑠,  

𝐷𝑗,𝑘
𝑍,𝑠(𝑡𝑖) ≥ 0,     ∀𝑗, 𝑘, 𝑡𝑖 , 𝑠,  

𝐼𝑘
𝐿𝑜𝑠𝑡,𝑠(𝑡𝑖) ≥ 0,.     ∀𝑘, 𝑡𝑖, 𝑠,  

𝑄𝑗
𝐹(0) ≥ 0,    ∀𝑗,  

𝑆𝑗
𝐿(0) = 0,     ∀𝑗,  

결정변수: 𝑄𝑗
𝐹(𝑡𝑖), 

외부입력변수: 𝐷𝑘(𝑡𝑖), 𝛿𝑗
𝑠(𝑡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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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알고리즘 및 효과 평가 
 

 

4.1 풀이 알고리즘 
 

본 연구는 위험예측정보의 확률적 위험발생 가능성에 따른 동적 할당량

을 결정하는 모형으로 혼합정수선형계획법(MILP)의 형태로 구현되었다. 본 

모형은 𝛼주기로 구성된 time window에서 첫 주기 간선할당량을 결정하는 모

형이다. 

위험예측정보 발생 시 위험발생 확률분포와 지속주기 확률분포에 따른 

다양한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상황을 고려할 수 없다. 다만, 

stochastic programming의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나리오 생성 기법19을 응

용하여, 확률적 파라미터에 대한 랜덤 발생 기반의 위험 발생 sub-scenario 생

성을 통해 large-size 문제를 축소하고, 각 sub-scenario에서의 동적 할당 모형

의 적용을 통해 위험예측정보를 고려한 최적 첫 주기 간선할당량을 도출하도

록 한다. 

 

4.1.1 유전 알고리즘 개요 
 

유전 알고리즘은 메타 휴리스틱(meta heuristic) 기법의 하나로 자연선택으

로 대표되는 생물의 진화 원리를 모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다. 

Holland (1975)의 저서에서 유전 알고리즘의 기반이 다져진 이후, 다양한 분야

의 최적화 문제를 푸는데 유전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 이는 유전 알고리즘

은 선형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는 일정 크기 이상의 

문제 공간을 가진 문제에 적합하며, 좋은 해를 도출하기 위한 튜닝 및 다른 

                                            
19

 Roupec and Popela (2009) 



 

 

- 68 - 

 

알고리즘과의 결합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4.1.1.1. 유전 알고리즘의 구조 

유전 알고리즘의 기본원리는 해집단을 변형시켜 문제공간에 더욱 적합한

해집단 생성을 반복하여 최적 해를 도출하는 것이다.(알고리즘 1 참조) 여

기서 m개의 해를 가진 해집단으로부터 𝑛개의 새로운 해를 생성하여 기존 

해집단에 대치연산을 통하여 생성된 해를 추가한다고 할 때, 
𝑛

𝑚
을 세대차

(generation gap)라 하며 세대차가 1에 가까운 유전 알고리즘은 세대형 유전 

알고리즘(generational genetic algorithm)이라 한다. 세대차가 1에 가까울수록 

수렴속도가 느린 대신 해집단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 

 

4.1.1.2 유전 알고리즘의 구성요소20
 

염색체(chromosome): 유전 알고리즘에서 하나의 해(solution)는 염색체로 

표현되며, 이진 스트링 표현, 1차원 수열, 다차원 스트링 등 표현방법이 있다.  

해집단(population): 해집단은 염색체의 집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해집

단이 커지면 수렴이 늦어지지만 해의 다양성은 좋아진다  

적합도(fitness): 유전자가 목적에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선택연산자(selection): 해집단 내에서 어떤 해가 교배에 선택될지를 고르

는 연산으로 선택된 유전자는 자신의 유전자 안에 내재된 성질인 스키마의 

해집단 내의 밀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선택은 적합도가 기준

이 되고 적합도를 반영하는 정도는 선택압(selection pressures)이라 한다. 선택

압이 높아지면 불충분한 수렴을 하여 해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되고, 선택압

이 낮으면 수렴도가 낮아져 좋은 해를 찾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를 고려하

                                            
20 양재영 (2013), 김성인 (2012), 문병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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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양성과 수렴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스키마를 얻어내기 위해서 룰

렛 휠, 토너먼트, 순위 기반 등 방법이 있다.  

교차연산자(crossover): 교차연산자는 선택된 두 해의 일부를 결합하여 새

로운 해를 만든다. 이러한 교차연산은 문제와 염색체 구조에 따라 다양한 교

차 연산자가 있다.  

변이연산자(mutation): 변이연산자는 선택된 해의 일부를 변화시켜 새로운 

해를 만든다. 성공적인 변이연산은 해집단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실

패한 변이 연산은 도태된다.  

수선연산자(repair): 수선연산자는 교차나 변이로 생성된 새로운 해가 문

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변환 과정을 거쳐 적합한 해로 만드는 것

이다. 수선연산자는 대상 유전자의 형태를 가장 덜 훼손하는 형태로 정의된

다. 

대치연산자(replace): 대치연산은 교차나 변이, 수선을 통하여 생성된 해

를 해집단으로 돌려보내는 연산이다. 대치연산의 핵심은 해집단에서 어떤 유

전자를 선택여부이다. 

알고리즘 1 유전 알고리즘 
Create initial population of fixed size; 

Repeat 

  For i=1 to n do 

    Select parent1 and parent 2 from population; 

    Offspring_i  crossover(parent1, parent2); 

    Mutation(offspring_i); 

End for 

Replace n chromosome with n offspring; 

Until stopping condition 

Return the best chromo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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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알고리즘의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개체집단 초기화(initial population) 

- 초기 개체 선택 및 초기 가능해 발생 

[2단계] 개체적합도 평가(fitness evaluation) 

- 개체의 적합도 수치화 

[3단계] 선택(selection) 

- 현재의 개체에서 적합도 평가에 근거하여 다음 개체를 선택 

[4단계] 교배(crossover) 

- 교배는 부모 개체 간에 유전자를 부분적으로 바꿈 

[5단계] 돌연변이(mutation) 

- 개체집단에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후보해를 제공하여 탐색방향이 지

역해로 수렴되는 것을 방지 

[6단계] 정지조건 

- 도출된 해가 수렴조건을 만족하거나 설정된 최대 반복수에 도달할 경우 

정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2단계] 재 수행 

 

4.1.2 GA 기반 시나리오를 이용한 stochastic programming 
 

일반적인 시나리오 기반 stochastic programming에서는 시나리오를 발생시

키는 확률변수가 이산 확률변수인 경우의 문제의 해를 도출하는데, 다양한 

decomposition 기법에 의한 알고리즘이 소개되어 있다. (Kall and Wallace, 1994) 

Roupec and Popela (2009)는 stochastic programming의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

한 시나리오 생성 기법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stochastic parameter에 대한 

랜덤발생 기반의 시나리오 생성을 통해 large-size 문제를 축소하여 최적 솔루

션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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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pec et al. (2013)의 연구에서는 불확실한 수요 및 네트워크 설계 변수

를 가지는 MILP 형태의 수송 최적화 모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우선 결정적 모형을 구성하고, 불확실한 수요는 here-and-now 접근법을 통

해 설정한 시나리오 기반의 문제를 CPLEX SOLVER를 통해 풀이하였다. 대규

모 네트워크 적용 시 한계가 있어, CPLEX SOLVER와 유전 알고리즘을 결합

한 형태의 hybrid algorithm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Hybrid Algorithm (Roupec et al., 2013) 

1 1) Set up the scenario-based model and control parameter for the GA 

2 2) Create an initial population for the GA 

3 3) Run GAMS model using CPLEX SOLVER with initial population 

4 4) Store the best results obtained from GAMS in 3) for comparisons 

5 5) Test the algorithm termination rule and stop in case of their satisfaction. 

Otherwise continue 

6 6) Generate input values for the GA from GAMS results 

7 7) Run GA to update the population 

 

본 연구에서는 Roupec and Popela (2009)의 GA기반 시나리오 생성 기법을 

응용하여, 위험예측정보 발생 상황하에서 time window내의 각 주기별 위험발

생 확률분포 및 지속주기 확률분포에 기반하는 sub-scenario를 생성한다. 또한, 

Roupec et al. (2013)의 GA기반 hybrid algorithm을 응용하여 각 sub-scenario별 고

정된 첫 주기 간선할당량과 최적 상태변수 값을 도출하는 CPLEX 와 유전 

알고리즘을 연동하는 hybrid algorithm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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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본 연구의 GA기반 hybrid algorithm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GA기반 hybrid 알고리즘은 두 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 첫째는 위험발생 확률분포 및 지속기간 확률분포에 따른 랜덤 샘플링

을 통한 sub-scenario를 생성하는 과정을 제안한 것이다. <그림 4-1>은 위험발

생 확률분포가 주어졌을 때, sub-scenario의 생성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둘째는 다수의 위험발생 sub-scenario를 활용한 첫 주기 간선할당량을 도

출하는 hybrid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는 것이다. 위험예측정보가 발생한 time 

window의 첫 주기 간선할당량을 해집합으로 생성하고, 해집합으로 고정한 값

을 MILP 형태의 동적 할당 모형에 입력하여 최소비용을 갖는 최적해를 

CPLEX SOLVER를 이용하여 도출하고, 이를 만족하는 해집합 요소를 유전 알

고리즘의 틀 속에 교체해가며, 최적값을 도출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4-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유전 알고리즘 기반의 hybrid 알고

리즘에 대한 순서도로서 전형적인 유전 알고리즘에 sub-scenario 생성 모듈 및 

<그림 4- 1> 확률적 위험발생 sub-scenario 생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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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해 산출을 통한 적합도 검정 모듈이 추가되었다.  

 

 

 

 

Hybrid 알고리즘의 단계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1단계] Initial population and parameters 

① 개체수(𝑃𝑂), 세대수(𝐺𝑁), 교배확률(𝑃𝐶), sub-scenario 수(𝑆), 돌연변이

확률(𝑃𝑀)을 설정한다.  

② 첫 주기(t0) 간선할당량(𝑄𝑗
𝐹(𝑡0))으로 구성된 해집합(population)을 설정

한다.  

 

<그림 4- 2> GA기반 hybrid 알고리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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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Stochastic risk occurrence sub-scenario generation 

① 물류거점 j 에서 위험예측정보 발생 시, time window내 위험발생 확률

분포(𝑋𝑗,𝑡𝑖

2 ) 및 지속기간 확률분포(𝑋𝑗
3)에 따른 각 주기 {𝑡1, ⋯ , 𝑡𝛼}별 위

험발생여부에 대한 sub-scenario 집합(ξj
𝑆)를 생성한다.  

𝜉𝑗
𝑆 = {𝜉𝑗

1, ⋯ , 𝜉𝑗
𝑠},   𝜉𝑗

𝑠 = {𝛿𝑗
𝑠(𝑡1), ⋯ , 𝛿𝑗

𝑆(𝑡𝛼)} 

 

[3단계] Optimization using CPLEX and Fitness test 

① 고정된 해집합(𝑄𝑗
𝐹(𝑡0))과 time window내 상태 변수 및 sub-scenario의 

위험발생정보(𝛿𝑗
𝑠(𝑡𝑖))에 기반한 목적식(𝑉2

𝑠)을 CPLEX SOLVER를 이용

하여 풀이하여 최적해 및 총비용을 산출한다.  

② 적합도 검증은 고정 해(𝑄𝑗
𝐹(𝑡0)) 대입에 대한 목적식(𝑉2

𝑠)의 상태변수 

최적해 도출 여부로 판단한다.    

 

[4단계] Selection 

① 선택 기법으로 토너먼트 선택(tournament selection) 기법을 이용한다. 

② 토너먼트 선택 방법은 𝑚개의 임의의 개체군에서 임의의 염색체를 고

른 후, 그중 가장 적응도가 높은 염색체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𝑛번 

반복하여 𝑛개의 개체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5단계] Crossover 

① 교배 기법으로 균등 교차(uniform crossover) 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최

적해에 근접한 주기의 해일수록 높은 의존성을 가지기 때문에 탐색 

능력이 강하지 않은 교차 연산으로는 다양한 문제 공간을 고려하지 

못하여 균등 교차방법은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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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택 연산으로부터 선택된 두 염색체를 기준으로 확률변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전자를 하나씩 선택하여 염색체를 구성하며, 선택확률

은 0.5이다.  

 

 

[6단계] Mutation 

① 변이 기법으로 균등 변이(Uniform mutation) 기법이 사용되었다.  

② 해의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해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균등 변이 기법

을 선택하였다.  

 

[7단계] Stopping criteria 

① 도출된 해가 일정 비용하한을 만족하거나 설정된 최대 반복수에 도

달할 경우 정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3단계]를 재 수행한다.  

 

[8단계] Best population 

① 최종 도출된 첫 주기(𝑡0) 간선할당량(𝑄𝑗
𝐹(𝑡0))의 최종 해집합을 이용한 

가중평균된 총비용값과 가장 유사한 총비용을 도출하는 최종해를 선

정하였다.  

  



 

 

- 76 - 

 

4.2 모형의 효과 평가 시뮬레이션 
 

4.2.1 시뮬레이션 개요 및 가정 
 

4.2.1.1 시뮬레이션 개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확률적 위험예측정보에 의한 동적 할당 모형의 효과

는 위험예측정보의 발생 및 위험예측정보에 포함된 위험발생확률분포 및 지

속주기 확률분포가 설정된 상태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3장에서 개

발한 위험의 확률적 발생상황에 대한 모델링과 개발된 할당 모형을 결합한 

시뮬레이션을 구축하여 모형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효과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의 구조는 <그림 4-3>과 같다.  

①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나리오별 외부입력변수의 값을 결정하고, 내부변

수들의 값을 초기화한다. 

② Time window 𝛷𝑡 ,   𝑡 ∈ {1, … , 𝑇} 를 설정한다. 

③ 현시점이 실제 위험이 발생한 상황 또는 위험예측정보가 발생된 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한다. 

④ Time window 𝛷𝑡 첫 주기(𝑡0)에 직전 time window 𝛷𝑡−1에서 결정된 간

선수송량이 물류거점에 도착함에 따라, 에서 확인한 실제 위험발생

상태(𝛿𝑗
𝑟) 상황하에서의 회송량, 지선수송량, 물류거점 재고량, Lost-sale

을 결정하고 실제 총비용을 도출한다.    

⑤ 직전 time window 𝛷𝑡−1의 위험예측정보가 발생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현 time window 𝛷𝑡에서 계속 유효한지 검증한다. 유효하다면, 위험발생 

확률분포 및 지속주기 확률분포를 생성한다. 

⑥ 현재의 위험 상황에 따라 할당모형(다주기 할당 모형, 단일주기 할당 

모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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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적용된 할당 모형에 의한 결정변수인 time window 𝛷𝑡의 물류거점별 간

선할당량(𝑄𝑗
𝐹(𝑡0))을 결정한다. 

⑧ Time window 𝛷𝑡가 종료시점이 아닐 경우 ②과정부터 반복하고, 종료

시점일 경우 반복과정을 종료한다. 

⑨ 반복과정 종료 후, 전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의 효과척

도를 도출한다.  

 

 

 

<그림 4- 3> 효과 평가 시뮬레이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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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시뮬레이션 가정 

본 모형의 효과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적용하였

다.  

시뮬레이션이 time window 𝛷1부터 진행되므로, 1주기에 도착하는 간선도

착량은 정상적으로 이전 주기에 사전주문하여 평균 수요량에 맞춰 도착된 것

으로 가정하였다.  

현 시뮬레이션 상에서 위험예측기간(𝛼)는 시뮬레이션 구동 기간 동안 고

정되어 있으므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위험예측정보가 발생된 상황에서 다

주기 분석 시 분석주기의 길이는 위험예측기간(𝛼)이고, 정상상황일 때 분석

주기의 길이는 1주기로 가정하였다.  

현 시뮬레이션 상에서 위험예측정보발생 확률분포의 발생확률(𝑝𝑗,𝑡
1 )은 상

수로 입력되므로 시간적 변화에 따른 발생확률의 변동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 외의 가정은 할당 모형 및 위험 모델링에서 가정한 내용과 동일하며, 

시나리오의 내용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다. 

 

4.2.1.3 시뮬레이션 구현 

유전 알고리즘 기반 hybrid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공급망 환경 설정 및 

시뮬레이션 구현을 위해 최적화 프로그램 패키지 및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

하였다. 최적화 프로그램 패키지는 CPLEX
21를 사용하였으며, 프로그래밍은 

JAVA
22 를 사용하였다. 

 

 

  

                                            
21

 IBM ILOG CPLEX Optimization Studio, ver.12.4, IBM ILOG Inc. 
22

 JAVA, Oracl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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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시뮬레이션 구성 
 

4.2.2.1 Initialize variables 

이 단계에서는 효과평가를 위해 평가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 및 할

당 모형의 상수값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 내부 변수를 초기화한다.  

 

4.2.2.2 Update time window 

Time window 𝛷𝑡(𝑡 ∈ {1, ⋯ , 𝑇})는 시간 흐름에 따라 1주기 씩 이동한다.  

 

4.2.2.3 Update risk state  

Time window 𝛷𝑡(𝑡 ∈ {1, ⋯ , 𝑇}) 중 첫 주기 𝑡0에서의 실제 위험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위험예측정보가 이전 주기에서부터 발생해온 경우, 위험예측정보의 

유효성 여부를 검토한다.  

실제 위험발생 여부(δj
r(t0))는 직전 time window 𝛷𝑡−1에서 위험예측정보

의 1주기 위험발생확률(𝑃𝑟(𝑅𝑡1,𝛷𝑡−1
|𝐸))에 대한 랜덤 샘플링을 통해 실제 위

험발생 여부를 결정하며,  실제 위험 발생 시(𝛿𝑗
𝑟(𝑡0) = 0)에는 위험예측정보

가 위험발생 확률분포를 제외하고 지속주기 확률분포만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4- 4> Update risk state 단계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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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예측정보 유효성 여부는 예보의 오보가능성을 고려하여 위험예측정

보 발생 이후 유효여부를 위험예측정보 정확률(𝑃𝑟(𝐸))을 바탕으로 랜덤 샘플

링을 통해 결정하였다. 위험예측정보가 유효한 경우, 직전 time window Φt−1

에서 발생한 위험예측정보를 유지하도록 설정하였다.  

 

4.2.2.4 Solve allocation single-period model at period 𝒕𝟎 

Time window 𝛷𝑡  첫 주기(𝑡0)에 직전 time window 𝛷𝑡−1에서 결정된 간선

할당량이 물류거점에 도착함에 따라, 4.2.2.3에서 확인한 실제 위험발생여부

(𝛿𝑗
𝑟(𝑡0)) 상황하에서의 회송량(𝑄𝑗

𝐵,𝑅(𝑡0)), 지선수송량(𝐷𝑗,𝑘
𝑍,𝑅(𝑡0)), 물류거점 재고

량 (𝑆𝑗
𝐿,𝑅(𝑡0)) , Lost-sale 양 (Ik

𝐿𝑜𝑠𝑡,𝑅(𝑡0))을 결정하고 실제 최소 비용(Real Total 

Cost(𝑡 = 𝑡0 𝑎𝑡 𝛷𝑡)을 도출하였다.  

 

4.2.2.5 Check risk prediction 

이전 time window 𝛷𝑡−1의 위험예측정보가 현 time window 𝛷𝑡에서 유효하

거나, 위험예측정보가 신규 발생되었거나, time window 𝛷𝑡의 현재 주기 𝑡0에서 

위험이 발생한 상황인 경우 위험발생 확률분포 및 지속주기 확률분포가 현 

time window 𝛷𝑡 내의 𝑡1, … , 𝑡𝛼 주기에 적용되며, 이는 3장에서 개발한 위험 모

델링에 의해 구축하였다.  

 

 

 

<그림 4- 5> Check risk prediction 단계 구조도  



 

 

- 81 - 

 

4.2.2.6 Allocation model 및 update optimal solution 

확률적 위험예측정보 유무에 따라 간선할당량 결정을 위한 할당모형을 

달리 적용한다. 확률적 위험예측정보가 없는 정상상태(또는 예측불가능 위험

만을 고려하는 상태)에는 단일 주기 상에서 간선할당량(𝑄𝑗
𝐹(𝑡0))을 도출한다. 

확률적 위험예측정보가 있는 경우 다주기 동적 할당 모형에 따른 첫 주기 간

선할당량(𝑄𝑗
𝐹(𝑡0))을 도출한다. 

 

 

 

4.2.2.7 Calculate performance index 

모형간 비교를 위해 time window 𝛷𝑇가 종료된 후, 시스템의 총 비용 및 

총 안전재고 저장 비용, 위험 발생으로 인한 Lost-sale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

을 비교하는 효과 척도(performance index)를 도출한다. 본 모형에서는 다음의 

효과 척도를 제시한다.  

1) 주기당 평균비용 

할당 모형의 효과 비교를 위해 주기별 평균비용을 효과 척도로 설정하였

다. 이때 평균비용은 최적 할당량으로 결정된 𝑄𝑗
𝐹(𝑡0)가 적용된 후, 다음 주기

<그림 4- 6> Allocation model 적용 단계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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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제 위험발생 여부에 따른 실제 총비용의 합에 대한 평균비용을 의미한

다.   

주기당 평균비용 =
1

𝑇
∑ 𝑇𝑜𝑡𝑎𝑙 𝑅𝑒𝑎𝑙 𝐶𝑜𝑠𝑡(

𝑡

𝑡) (4.1) 

 

2) 총 재고보유량 

할당 모형의 효과 비교를 위해 총 재고보유량 효과 척도로 설정하였다. 

이때 총 재고보유량은 최적 할당량으로 결정된 𝑄𝑗
𝐹(𝑡0)가 적용된 후, 다음 주

기의 실제 위험발생 여부에 따른 재고보유량(Sj
𝐿,𝑅)을 의미한다.  

총 재고보유량 = ∑ ∑ 𝑆𝑗
𝐿,𝑅(

𝑗

𝑡)

𝑡

 (4.2) 

 

3) 총 Lost-sale양 

할당 모형의 효과 비교를 위해 총 Lost-sale양을 효과 척도로 설정하였다. 

이때 총 Lost-sale양은 최적 할당량으로 결정된 𝑄𝑗
𝐹(𝑡0)가 적용된 후, 다음 주

기의 실제 위험발생 여부에 따른 총 Lost-sale양(𝐼𝑘
𝐿𝑜𝑠𝑡,𝑅)을 의미한다.  

총 Lost − sale양 = ∑ ∑ 𝐼𝑘
𝐿𝑜𝑠𝑡,𝑅(𝑡)

𝑘𝑡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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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모형의 적용 및 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소규모 네트워크 및 현실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3장과 4장에

서 개발된 모형과 풀이 알고리즘 및 효과평가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였다. 또

한, 실제 적용 가능여부 및 효과 평가를 위해 본 모형을 이용한 위험예측정

보 대응 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였다.  

 

5.1 적용 네트워크의 구성 
 

5.1.1 소규모 네트워크의 구성 
 

5.1.1.1 네트워크의 생성 

소규모 네트워크는 A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임의의 공급시설과 물류거점 

및 수요지 위치를 선정하였다. 소규모 네트워크는 1개의 공급시설과 3개의 

물류거점, 7개의 수요지로 구성하였다. 이의 배치는 <그림 5-1>과 같다.   

 

 

<그림 5- 1> 소규모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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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요지의 사용량은 주기당 평균 수요를 바탕으로 주기별로 정규분포

에 따른 변화를 갖도록 설계하였다. 

 

물류거점 1 2 3 4 5 6 7 계 

수요 

(unit/period) 

14 23 28 12 15 15 12 119 

 

소규모 네트워크에 적용된 네트워크는 중국시장에 기반하고 있어, 비용

단위는 CNY(중국 위안)으로 설정하였다. 간선 및 지선 수송 시 지출된 수송

비용은 실제 사례 자료를 바탕으로 FEU(Forty-foot Equivalent Units) 기준으로 

환산하여 단위 수송비용을 적용하였다. 간선수송수단의 단위비용은 20 

CNY/unit∙km이며, 지선수송수단의 단위비용은 60 CNY/unit∙km로 설정하였다. 

재고관리비용의 경우 600 CNY/unit∙period를 적용하였으며, 물류거점의 운영비

용은 용량 수준, 보관료, 상하차 등을 고려하여 30,000 CNY~40,000 

CNY/site∙period를 적용하였다. 또한, 수요지 주문량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Lost-sale에 의해 발생하는 단위 Lost-sale비용은 단위 물류비와 매출대비 물류

비 비율, 장기 주문계약 및 지연에 대한 주문 철회 가능성 등의 환경을 고려

하여 5,000,000 CNY/unit∙period로 설정하였다. 위험예측정보 고려 및 공급망 

운영자의 의사결정기간을 고려한 주기의 길이는 1일로 결정하였다.  

 

5.1.2 현실 네트워크의 구성 
 

현실 네트워크는 소규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A사의 공급망 네트워크를 

참조하여 물류거점 및 수요지 위치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현실 네트워크는 1

개의 공급시설과 5개의 물류거점, 15개의 수요지로 구성하였다. 이의 배치는 

<표 5- 1> 소규모 네트워크의 수요지 주기당 평균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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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와 같다.   

 

 

각 수요지의 사용량은 주기당 평균 수요를 바탕으로 정규분포의 변화를 

갖도록 설계하였다. 

 

물류거점 1 2 3 4 5 6 7 8 

수요 

(unit/period) 

14 23 28 12 15 15 12 16 

물류거점 9 10 11 12 13 14 15 계 

수요 

(unit/period) 

25 19 21 17 24 14 20 275 

 

그 밖에 파라미터 값은 소규모 네트워크에 적용된 값을 이용하도록 설정

하였다. 

  

<그림 5- 2> 현실 네트워크 구성  

<표 5- 2> 현실 네트워크 수요지 평균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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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소규모 네트워크 적용 결과 
 

5.2.1 Problem 1 적용 결과 
 

소규모 네트워크에서의 problem 1의 효과 평가를 위해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상 파라미터는 위험예측정보의 발생

확률, 위험예측정보 정확률 및 단위 Lost-sale비용의 변화이다. 확률 파라미터

에 의한 랜덤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의 반복 수행을 통해 도출 

결과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검토하였다.  

 

5.2.1.1 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𝒑𝒋,𝒕
𝟏 ) 변화 

예측가능위험에 대한 위험예측정보의 발생확률 변화에 따른 효과 평가시

뮬레이션에 적용하고, 효과척도를 도출하여 비교하였다. 이때 각 물류시설 별 

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은 동일하다고 가정하며, 위험예측정보의 발생확률은 

0.001, 0.003, 0.005, 0.010, 0.015, 0.020로 변화시켰다. 시뮬레이션 계획 주기는 

1,000주기, 수요지 수요는 주기별 변동수요를 가정하였다.  

위험예측정보의 발생 후 time window가 진행됨에 따라 실제 위험발생 여

부 및 위험예측정보의 유효성 여부가 랜덤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각 위험예

측정보 발생확률별(𝑝𝑗,𝑡
1 )로 30회 반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5-3>은 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 변화에 따른 분석결과표이다.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이 증가할수록 총 보유재고량 및 주기당 

평균 비용은 증가하였다. 이는 다른 파라미터가 고정된 상태에서 위험예측정

보의 발생 빈도가 커질수록 동적 할당 모형의 적용 횟수가 증가하는 것이 원

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Lost-sale은 수요가 공급량을 초과하거나 위험 예측 

실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데, 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이 0.0일 때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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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sale과 비교하여 볼 때, 발생확률의 증가에 따른 예측 실패로 인한 Lost-

sale의 발생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발생 

확률 

주기당 비용
(CNY/period) 

총 보유 재고량 

(unit ∙ period) 

Lost-sale 
(unit ∙ period)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0.000 5,210,827  0 0 0 174 0 

0.001 5,227,739 43,428 100 45 176 9 

0.003 5,215,447 2,611 131 59 174 0 

0.005 5,223,542 23,409 236 103 175 4 

0.010 5,226,973 13,336 460 157 175 2 

0.015 5,251,079 27,145 655 183 176 5 

0.020 5,262,402 71,535 939 219 179 14 

 

<그림 5-3>을 통해서 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의 증가에 따른 주기당 평균

비용과 총 보유 재고량 평균치가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3> Problem 1 분석결과(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별, 소규모 네트워크) 

<그림 5- 3> Problem 1의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별, 소규모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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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산포도로서, 위험예측정보의 발생

확률이 증가할수록 총비용 및 분산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발생확률이 

커질수록 동적 할당 모형의 구동횟수가 늘어나게 되며, 여기서 발생한 위험

발생 및 변동에 대한 확률적 고려의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 분산 증가의 원인

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위험예측이 실패하여 

발생하는 Lost-sale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발생확률이 높아질수록 산포

도의 분포범위도 넓어짐을 알 수 있다. 

 

 

 

5.2.1.2 위험예측정보 정확률(𝒑(𝑬)) 변화 

위험예측정보의 정확률은 위험예측정보 발생 시, 위험예측정보가 시간 

이 지날수록 초기 예측한 정보의 유효여부를 time window가 갱신될 때마다 

결정하는 확률로 0.5에서부터 1.0까지 0.1씩 증가시켜 problem 1의 효과 변화

를 도출하였다. (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 0.01 고정, 500 주기) 

<그림 5- 4> Problem 1 분석결과 산포도 

(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별, 소규모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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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예측정보의 발생 후 time window가 진행됨에 따라 실제 위험발생 여

부 및 위험예측정보의 유효성 여부가 위험예측정보 정확률 기반으로 랜덤하

게 고려되기 때문에, 각 위험예측정보 정확률(Pr (𝐸))별로 30회 반복하여 결과

를 도출하였다.  

 

예보 

정확률 

주기당 비용(CNY/period) 총 보유재고량(unit ∙ period)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0.5 5,226,381 4,452 145.6 65.9 

0.6 5,232,769 7,718 218.1 81.4 

0.7 5,241,805 33,167 254.4 90.1 

0.8 5,278,937 110,302 305.2 90.4 

0.9 5,256,315 12,034 357.2 111.2 

1.0 5,305,591 141,577 432.4 137.4 

 

<표 5-4>와 <그림 5-5>는 위험예측정보 정확률 변화에 따른 분석결과표

와 평균치 분포도이다.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위험예측정보 정확률이 증가할

수록 총 보유재고량 및 주기당 평균 비용의 평균치와 보유재고량의 표준편차

는 증가하였다. 이는 실제 위험발생 시까지 위험예측정보가 유효하게 유지되

면서, 위험발생에 대한 확률적 고려를 할 기회가 길어지고, 안정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재고를 늘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4> Problem 1 분석결과(위험예측정보 정확률별, 소규모 네트워크) 

<그림 5- 5> Problem 1의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위험예측정보 정확률별, 소규모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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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산포도로서, 위험예측정보의 정확

률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 및 분산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정확률이 커

질수록 예측정보를 고려하는 time window의 수가 증가하고, 여기서 발생한 위

험발생 및 변동에 대한 확률적 고려의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 분산 증가의 원

인이라 볼 수 있다. 위험예측정보의 유효성이 높아지면, 위험예측정보에 따른 

동적 할당이 계속 이뤄지는데, 실제 위험발생여부와 예측정보가 불합치할 경

우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아래 산포도와 같이 분산의 영역이 넓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5.2.1.3 Lost-sale 비용 변화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의 단위 비용 파라미터 중, 단위 Lost-sale 

비용의 변화에 따른 problem 1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단위 Lost-sale 

<그림 5- 6> Problem 1 분석결과 산포도 

(위험예측정보 정확률별, 소규모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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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초기 값(5,000,000CNY/Period)을 기준으로, 20%, 50%, 100%, 150%로 적

용하였다. 그 외 위험발생확률 관련 파라미터는 고정하였으며, 시나리오별로 

10회 반복하였다.  

 

 주기당 비용(CNY/period) 총 보유재고량(unit ∙ period)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0% 4,531,506 6,910 272 96.3 

50% 5,278,937 110,302 305 91.3 

100% 5,237,928 28,240 237 91.4 

150% 5,673,602 7,738 227 92.7 

 

위험예측정보 발생에 따른 Lost-sale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 주기당 비용의 증가는 단위 Lost-sale비용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총 보유재고량의 변화는 단위 Lost-sale비용 변동에 따른 경향성을 보이지 않

는 것으로 보아, 동적 할당 모형 구현 시, 단위 Lost-sale비용의 변화는 모형

의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5.2.2 Problem 0 과 problem 1 비교 결과 
 

5.2.2.1 Problem 0 적용 결과 

정적 환경 하에서의 고정재고량을 도출하는 problem 0의 해를 도출하기 

위해 CPLEX를 이용하여 최적해를 도출하였다. 각 수요지의 수요는 평균수요

를 적용하였고, 위험 발생 시나리오는 각 물류거점이 독립적으로 위험이 발

생하는 확률을 기반으로 물류거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발생의 모든 경우

의 수를 고려하여 총 8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각 위험 발생 시나리

오에 따른 물류거점의 할당량 및 총 고정재고량, 기대비용을 산출하였다. 물

류거점별 위험발생확률이 0.2 초과인 경우는 정상운영 시나리오의 확률이 매

<표 5- 5> Lost-sale 비용 변화에 따른 problem 1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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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낮아지므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 물류거점별 위험발생확률을 

0.2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 도출한 분석결과는 <표 5-6>와 같다.  

 

물류거점 

위험발생  

확률 

정상운영  

확률 

물류거점 

고정할당량(unit) 

고정재고량 

(unit) 

기대비용 

(CNY) 

Q1 Q2 Q3 

0.000 1.0 37 40 42 0 4,334,360 

0.001 0.9970 37 40 42 0 4,690,401 

0.010 0.9697 77 77 42 77 5,778,433 

0.030 0.9073 77 77 42 77 6,575,072 

0.050 0.8434 77 77 42 77 7,679,499 

0.100 0.7751 100 100 42 123 10,419,820 

0.200 0.272 100 100 100 181 18,660,410 

 

물류거점의 위험발생확률이 증가함에 따라 물류거점 고정할당량은 증가

하며, 이에 따른 물류거점 전체 고정재고량 또한 Lost-sale 대응을 위해 증가

하게 된다. 이에 따른 기대비용 또한 수송비용 및 재고비용, Lost-sale비용 증

가에 따라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5.2.2.2 Problem 0과 비교 결과 

Problem 1은 위험예측정보 발생 후 단기에 적용하는 동적 할당 모형으로

서 단일 주기 정적 할당 모형과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또한, 위험이 무

작위로 발생하는 problem 1의 확률적 위험예측정보와 달리 problem 0은 결정

적 위험발생확률 기반의 시나리오를 적용하기 때문에 다주기에서 모형 간 비

교를 통한 problem 1의 효과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여 비교

하였다.  

위험예측정보가 현 주기에 발생하고 위험예측정보가 일정 주기 동안 유

효하다는 가정 하에, 특정 물류거점에서 위험이 발생할 결정적 확률을 다양

<표 5- 6> Problem 0의 소규모 네트워크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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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적용하여 problem 1이 가지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표 5-7>은 물류거점 

3의 위험발생확률이 0에서 1의 범위를 가지는 경우, problem 1에서 위험예측

정보가 발생되었다는 가정 하에, 최대위험발생 확률값을 물류거점 3의 위험

발생확률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위험발생환경을 유사하게 조정하였다. 이러한 

위험발생환경하에서 위험예측정보 발생에 따른 확률적 위험발생상황에 따른 

동적 할당 모형인 problem 1과 정적 할당 모형인 problem 0의 구현 결과를 비

교하였다. 수요지의 수요는 결정적 수요를 적용하고, 주기는 예측정보 지속주

기 10주기, 위험 발생 시 지속기간은 1주기로 가정하고, problem 1은 10회 반

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물류거점 

위험발생 

확률 

Problem 0 Problem 1 절감비용 

총 고정재

고보유량 

(unit∙period) 

주기당 

평균비용 

(CNY) 

총 고정재

고보유량 

(unit∙period) 

주기당 

평균비용 

(CNY) 

절감비용 

(CNY) 

절감률 

(%) 

0 0 4,334,360 0 4,334,360 0 0.0% 

0.1 378 5,201,704 3.3 4,400,024 -801,680 -15.4% 

0.2 240 5,374,524 4.1 4,557,583 -816,941 -15.2% 

0.4 0 5,452,300 6.0 4,580,734 -871,566 -16.0% 

0.6 0 5,452,300 7.4 5,025,290 -427,010 -7.8% 

0.8 0 5,452,300 8.8 5,283,196 -169,104 -3.1% 

1.0 0 5,452,300 0 5,452,300 0 0.0% 

 

위 결과에서 위험발생확률이 증가함에 따라 Problem 0의 경우 발생확률

0.2까지는 재고량이 증가하나, 0.25를 초과하면 물류거점 3을 사용하지 않고, 

주변 물류거점을 이용하는 행태를 보여, 평균비용이 수송비가 증가한 채로 

고정되었다. 이에 비해 problem 1의 경우는 위험발생여부가 확정적인 경우(위

험미발생(0.0), 위험발생(1.0)) 인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위험발생 확률값의 증

가에 따라 비용과 재고량도 증가하는 추이를 따르고 있으며, 비용의 확률이 

<표 5- 7> Problem 0과 problem 1의 분석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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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수록 절감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확률적 위험

발생을 고려한 problem 1의 위험예측정보는 발생하였으나, 실제 위험의 발생 

가능성 및 발생시점은 확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결정적 위험이 확정적으

로 발생하는 problem 0과 비교 시에는 총 보유 재고량 및 비용측면에서 절감

된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5.3 위험예측정보 대응전략별 비교 
 

5.3.1 위험예측정보 대응 할당 전략 
 

기존의 공급망 위험 대응 전략은 위험의 결정적 발생 확률에 따라 손실

비용 및 서비스 수준 등의 파라미터를 고려하여 시설입지 및 재고관리 등의 

요소를 결정하는 전략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위험의 종류에 따라서 사전

에 발생시점 및 지속기간, 규모와 같은 위험의 속성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위험이 있으며, 예측기술의 발달로 인해 예측가능한 위험의 범위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23

 

위험예측정보가 사전에 제공된다면 공급망 운영자는 이후 운영계획 수립 

시에 이를 반영하여 가능한 피해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반영하

려 할 것이다. 본질적인 예측정보의 불확실성과 공급망의 특성(네트워크 구

조, 물품, 기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의 선택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적 위험발생여부가 포함된 위험예측정보에 대응하는 

운영자의 대응 전략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위

험의 평균발생확률을 이용하여 이에 대비한 안전재고를 포함한 고정 할당 전

                                            
23

 LG경제연구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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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이다. 이는 발생 예상 위험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로 대처하는 

형태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problem 0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의 

경우 평균확률을 도출하여 장기간 고정 할당량을 결정하는 장점이 있지만, 

상시 일정량의 재고를 물류거점 혹은 수요지에 보관해야 하며, 물류거점 수

의 증가에 따른 다중 물류거점 위험 및 위험의 다양한 지속기간 반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위험발생 시나리오의 수가 급증하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전략은 동적 할당 모형과 정적 할당 모형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방법이다. 위험예측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예측불가능 위험에 대응하는 재고

를 유지하는 고정 할당 모형을 적용하고, 위험예측정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발생 확률분포 및 지속기간 확률분포에 기반을 둔 확률적 위험발생여부

를 고려한 동적 할당 모형을 적용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problem 1을 이용

하여 위험예측정보 발생 시 확률적 위험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동적 할당을 

수행하고, 위험예측정보 미발생 시에는 예측불가능위험에 대한 고정재고를 

상시 보유하는 problem 0을 이용하는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구분 전략1 전략2 

개요 • 시나리오 기반 단일주기 

정적 할당 모형 

• 고정 할당량 도출 

• 위험예측정보의 확률적 위험발생

을 고려한 동적 할당 모형과 예

측불가능위험에 대응한 정적 할

당 모형의 혼합모형 

설명 • 예측가능여부 구분 없이 

전체 위험의 결정적 발생

확률 반영 

• 발생위험 시나리오 기반 

적용 

• Problem 0 적용 

• 예측가능위험의 발생확률 및 예

측불가능 위험의 발생확률 구분 

적용 

• 예측가능위험에 대한 예측정보 

발생 시 동적 할당 모형 적용 

• 예보미발생 시 예측불가능위험에 

대한 고정 재고 상시 보유 반영 

• Problem 0과 problem 1의 혼합

적용 

<표 5- 8> 위험예측정보 대응 할당전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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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전략별 분석 결과 
 

5.3.2.1 소규모 네트워크 적용 결과 

전략별 분석을 위해 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 및 예측불가능위험 발생확률 

값에 따른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전략 1의 경우 평균 위험발생확률을 적용

하기 때문에 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과 위험예측정보 정확률을 고려한 평균확

률을 산정하였으며, 예측불가능위험 발생률을 합산하여 산정하였다.  

시나리오는 네 가지를 선정하였으며, 위험예보발생확률의 변화는 0.003, 

0.01, 0.015, 0.02로 산정하였으며, 위험예측정보 정확률은 모든 시나리오에 일

정하게 0.7로 고정하여 반영하였다. 예측불가능위험 발생확률은 0.001부터 

0.003까지 반영하였다. 계획 주기는 1,000주기이고, 수요지의 수요는 일정하며, 

그 외 파라미터는 동일하며, 시뮬레이션은 10회 반복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1 2 3 4 

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 0.003 0.01 0.015 0.02 

예측불가능위험 발생확률 0.001 0.002 0.003 0.003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구분 전략1 전략2 전략1 전략2 

할당량 

{Q1,Q2,Q3} 

{77,42,42} 상시:{37,40,42} 

예보시: 동적배정 

{77,77,42} 상시:{77,42,42} 

예보시: 동적할당 

총 재고보유량 

(unit·period) 

41,747 256 75,017 39,416 

총 Lost-sale양 

(unit) 

97 123 66 114 

주기당 

평균비용(CNY) 

4,847,341 4,959,790 4,749,342 4,943,364 

<표 5- 9> 위험예측정보 대응 할당전략 효과 평가 시나리오(소규모 네트워크) 

<표 5- 10> 위험예측정보 대응 할당전략 효과 (소규모 네트워크, 시나리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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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구분 전략1 전략2 전략1 전략2 

할당량 

{Q1,Q2,Q3} 

{77,77,42} 상시:{77,42,42} 

예보시: 동적배정 

{77,77,42} 상시:{77,42,42} 

예보시: 동적할당 

총 재고보유량 

(unit·period) 

74,008 36,856 72,987 37,186 

총 Lost-sale양 

(unit) 

112 169 165 147 

주기당 

평균비용(CNY) 

4,996,217 5,214,995 5,285,170 5,172,824 

 

각 시나리오별 총 재고보유량은 전략 1에 비해 전략 2가 적음을 보여주

고 있다. 이는 전략 1이 전략 2에 비해 위험 발생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더 많은 재고를 상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 Lost-sale양은 전체 계획 주기 내에 발생하는 Lost-sale의 총량으로, 전

략 1의 경우 위험발생확률에 따른 위험발생상황에 대한 기대 Lost-sale양이며, 

전략 2의 경우, 주기별 예측정보 미발생 시와 예측정보 발생 시의 Lost-sale양

이다.  

주기당 평균비용은 시나리오별로 비교하여 볼 때, 위험발생확률이 상대

적으로 낮은 경우(시나리오 1∙2∙3)에는 전략 1이 우월하며, 위험발생확률이 증

가(시나리오 4)함에 따라 전략 2가 우월한 것으로 도출하였다. 이는 앞서 단

위 Lost-sale의 변화에 따른 분석 시 problem 1의 동적 할당 모형에서는 단위 

비용에 따른 총 보유 재고량의 변화나 Lost-sale 추가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차이가 적었던 것으로 미뤄볼 때, 전략 1과 전략 2의 위험발생에 대한 상시 

보유 재고량에 따라 전략 2의 예측불가능 위험 발생에 대비한 Lost-sale의 발

생량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11> 위험예측정보 대응 할당전략 효과 (소규모 네트워크, 시나리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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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 또는 위험발생확률이 높아질수록, 전략 1의 기반

이 되는 problem 0의 경우에는 주기당 평균비용은 급증하는 데 비해, 동적 할

당 모형이 포함된 전략 2의 경우에는 위험발생확률이 높아질수록 동적 할당

을 적용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어, 전체 비용의 증가율은 전략 1에 비해 낮

아지기 때문이다.  

상기 결과를 종합하면, 총 고정 보유 재고량 측면에서는 상시 보유 재고

량이 큰 전략 1에 비해 전략 2가 유리함을 알 수 있다. 평균 비용 측면에서 

위험 또는 위험예측정보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Lost-sale 발생에 따

른 비용으로 인해 고정 할당 모형 기반의 전략 1이 유리하나 위험발생 가능

성이 높거나, Lost-sale의 발생 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동적 할당 모형이 혼합

된 전략 2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5.3.2.2 현실 네트워크 적용 결과 

현실 네트워크에서의 전략별 비교 분석은 네트워크의 확장에 따른 위험

예측정보 대응 전략별 적용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소규모 네트

워크의 분석 때와 가정은 동일하나, 시나리오의 구성에서 <표 5-12>와 같이 

차이가 있다. 시나리오는 총 세 가지를 선정하였으며, 위험예보발생확률의 변

화는 0.004, 0.007, 0.01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으며, 위험예측정보 

정확률은 모든 시나리오에 일정하게 0.7로 고정하여 반영하였다. 예측불가능

위험 발생확률은 0.001부터 0.003까지 반영하였다. 계획 주기는 1,000 주기이

고, 수요지의 수요는 일정하며, 그 외 파라미터는 시나리오별로 모두 동일하

다. 확률적 위험발생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은 10회 반복 수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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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2 3 

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 0.004 0.007 0.010 

예측불가능위험 발생확률 0.001 0.002 0.003 

 

현실 네트워크에서의 위험예측정보 대응 전략의 비교 결과는 시나리오별

로 <표 5-13>, <표 5-14> 및 <표 5-15>에 기술되어 있다.  

 

 

구분 전략 1 전략 2 

할당량 

{Q1,Q2,Q3,Q4,Q5} 

{89,98,60,29,88} 상시:{77,98,12,29,88} 

예보시: 동적할당 

총 재고보유량 

(unit·period) 

87,640 29,668 

총 Lost-sale양 

(unit) 

47 78 

주기당 

평균비용(CNY) 

10,396,873 11,051,901 

 

 

구분 전략 1 전략 2 

할당량 

{Q1,Q2,Q3,Q4,Q5} 

{96,98,60,29,88} 상시:{88,98,60,29,88} 

예보시: 동적할당 

총 재고보유량 

(unit·period) 

95,385 85,341 

총 Lost-sale양 

(unit) 

53 28 

주기당 

평균비용(CNY) 

10,457,039 10,260,347 

 

<표 5- 12> 위험예측정보 대응 할당전략 효과 평가 시나리오(현실 네트워크) 

<표 5- 13> 위험예측정보 대응 할당전략 효과 (현실 네트워크, 시나리오 1) 

<표 5- 14> 위험예측정보 대응 할당전략 효과 (현실 네트워크, 시나리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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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략 1 전략 2 

할당량 

{Q1,Q2,Q3,Q4,Q5} 

{98,98,60,29,88} 상시:{93,98,60,29,88} 

예보시: 동적할당 

총 재고보유량 

(unit·period) 

94,183 88,767 

총 Lost-sale양 

(unit) 

224 155 

주기당 

평균비용(CNY) 

11,331,250 10,878,602 

 

시나리오별 총 재고보유량은 소규모 네트워크 분석 시와 유사하게 전략 

1에 비해 전략 2가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시 보유 할당량의 차이가 큰 경

우(시나리오 1)에 비해 차이가 적은 경우(시나리오 2,3)에 총 재고보유량의 

차이 또한 감소하였다. 이는 전략 1이 전략 2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으

므로 추가로 재고를 더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 Lost-sale양은 위험발생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함께 증가하며, 소규모 

네트워크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주기당 평균비용과 연관성을 보인다. 주기당 

평균비용은 시나리오별로 비교하여 볼 때, 위험발생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시나리오 1)에는 전략 1이 우월한 것으로 도출되며, 위험발생확률이 점

차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균비용이 적은 전략 2가 우월한 것으로 도출

되었다.  

소규모 네트워크의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급망 중단 위험 발생에 따른 보완 가능한 물류시설이 인접할 가능성이 높

아져, 위험 발생에 따른 Lost-sale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소

규모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비해 낮은 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에서 전략 2가 

<표 5- 15> 위험예측정보 대응 할당전략 효과 (현실 네트워크, 시나리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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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한 전략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예측정보에 대응하는 두 가지의 할당 전략을 제안하고, 전략의 효과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위험예측정보 또는 위험의 발생확률이 낮은 경우, 고정 할당 전략 

기반의 전략 1이 유리하나, 발생확률이 증가함에 따라 전략 2의 비용 효율성

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적 할당 모형이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아지

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적용할 경우 안전 재고 보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다.  

둘째, 네트워크의 규모가 증가하면, 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에서 전략 2가 비용측면에서 유리하며, 이는 Lost-sale양과 관련이 

있다.  

셋째, 위험예측정보의 발생확률이 높고, 예측불가능위험의 발생확률이 낮

을수록 동적 할당을 통한 재고 보유량이 많아지고, 상시 보유 재고량은 감소

하므로, 총 보유 재고량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

한 상황에서 재고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큰 경우에 더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6 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공급망 운영에 있어 공급망 중단을 야기시키는 예

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위험예측정보를 이용하여 확률적 위험발생여부를 고

려한 동적 할당 모형을 개발하고 기업의 위험 대응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공급망 중단을 발생시키는 예측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 

분석을 수행하고, 위험예측정보를 통한 확률적 위험발생정보를 생성하는 모

델을 제시하였고, 2계층 공급망에서 간선수송 리드타임을 반영한 할당 모형을 

수립하였다. 또한, 위험발생정보로부터 생성되는 다양한 위험발생 경우의 수

를 고려한 풀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모형의 효과 평가 및 전략 비교를 위

한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급망 운영 시 공급망 관련 사전 정보를 입수하는 모

형이 제안되었으나, 위험요인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위험예측정보를 

반영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와 유사한 재해 대비 사전대응연구들에서는 위험

의 확률적 발생 여부를 시나리오 기반의 결정적 확률을 적용함으로써, 위험

예측정보의 발생 및 변동으로 인해 생성되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할 수 없었

다. 기존의 동적 입지-할당-재고 모형에서는 다양한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른 

주기별 결정변수의 최적해를 도출하였으나, 주기별 위험예측정보에 의한 확

률적 위험발생변동을 반영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 중단을 야기하는 위험예측정보가 발생된 후 확률

적 위험발생여부에 대한 위험 발생 모델링을 구현하였다. 우선 기존의 공급

망 중단 위험에 대한 연구 및 자료를 분석하고, 위험예측가능 여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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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반영하여 공급망 중단을 야기하는 위험을 분류하였다. 또한, 위험요인 

발생에 관한 이력자료를 분석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위험발생에 관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위험예측정보는 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분포에 의해 계획

주기 내에서 위험예측정보가 발생되며, 위험예측정보 발생 후, 예측기간(time 

window)내의 확률적 위험발생여부 파악을 위한 위험발생 확률분포와 지속기

간 확률분포를 생성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위험모델링을 통해 생성한 위험발생 확률분포 및 지속기간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예측기간 내의 확률적 위험발생여부에 대한 예측기간별 sub-scenario

를 생성하고, 최적 간선할당량을 도출하는 동적 할당 모형의 풀이를 위해, 유

전 알고리즘 기반의 hybrid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한 동적 할당 모형의 효과평가를 위해서 위험요인의 발생 이

력을 분석하여 이를 위험 모델링에 적용하여 현실을 모사한 시뮬레이션을 구

현하였다. 모형의 효과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동적 할당 모형

(problem 1) 외에 단일 주기에서 위험발생여부를 결정적 확률로 반영한 시나

리오 기반의 정적 할당 모형(problem 0)을 수립하여 비교하였다.  

동적 할당 모형의 소규모 네트워크 적용 결과, 위험예측정보의 발생확률

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총 비용 및 총 보유재고량

이 증가한다. 위험예측정보 정확률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실제 위험발생 시까

지 위험예측정보가 유효하게 유지되면서, 위험발생에 대한 확률적 고려를 할 

기회가 길어지고, 이에 따라 최대한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고보유량이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적 할당 모형과의 비교는 위험예측정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위

험 발생 확률에 따라 정적 할당 모형과 확률적 위험발생여부를 고려한 동적 

할당 모형을 비교하였으며, 결정적 확률을 지닌 정적 할당 모형에 비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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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총 보유 재고량이 동적 할당 모형 적용 시 유리하였다.  

그리고 위험예측정보에 대응하는 공급망 전략을 제안하여, 고정할당량을 

평균위험발생 확률에 의한 시나리오 접근법에 의해 도출하는 전략 1과 위험

예측정보 발생 시에는 동적 모형을 이용하고, 예측정보가 발생하지 않을 때

는 예측불가능 위험의 낮은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 2를 제안하고 발생확률 차

이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소규모 네트워크 및 현실 네트워크에 시뮬레

이션을 통해 적용하고 도출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위험예측정보의 발생확률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예측불

가능 위험에 따른 정적 할당 모형의 영향이 크므로, 상시 재고 보유량이 더 

많은 전략 1이 전략 2에 비해 Lost-sale 발생가능성이 낮아 총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 및 예측불가능위험의 발생확률이 

증가하면, 양 전략이 보유하는 상시 재고가 증가하면서 Lost-sale 대응력이 높

아지게 되면서 대량의 상시 재고를 보유하게 되는 전략 1에 비해 전략 2의 

비용효율성이 높아진다. 또한,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지면 물류거점의 증가에 

따라 위험발생에 따른 대처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확률에서 

전략 2가 비용적으로 우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나타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술적 ∙ 운영적 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위

험예측정보를 기반하여 다주기에서의 확률적 위험발생상황에 대한 동적 할당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을 이용하여 상시 보유 재고량을 감소시키고 재

고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 위험발생가능성이 급증한 상

황 또는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용함으로써, 재고보유로 인한 

기회비용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위험예측정보를 이용하여 예측기간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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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적 위험발생상황을 만들기 위한 위험 모델링 기법을 개발하여 위험예측

정보의 구성 및 확률분포의 변동에 대해 구현하였다.  

셋째, 위험예측기간 내의 확률적 위험발생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유전 

알고리즘 기반의 hybrid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다주기에서의 동적 할당 모형

의 최적 해를 도출하였다. 

넷째, 실제 기업의 수송자료를 이용하여 현실 네트워크에 적용함으로써 

공급망 중단을 야기하는 위험 고려 시의 실제 고정 재고 보유량 감소를 확인

하였으며, 현실성을 높였다.  

향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  

첫째, 공급망 구성 측면에서 다양한 확장 여지가 있다. 각 수송 단계에서 

다수의 수송 수단을 적용하고, 다양한 품목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확장할 수 

있다.  

둘째, 위험 모델링 부분을 확장하여 현재 각 물류거점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예측정보를 위험 규모에 따라 인접 지역의 물류거점도 영향을 

받는 형태로 확장하거나, 위험발생정보의 예측확률이 계절적 영향 및 지역적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감 있는 위험 모델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셋째, 현재 개발된 유전 알고리즘 기반의 hybrid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라

그랑지안 완화 기법과 같은 휴리스틱 기법을 결합하면, 보다 신속하고 large-

size 네트워크에서 최적해를 도출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다.  

넷째, 현재 혼합정수선형계획법으로 구성된 다주기 목적식에 규모의 경

제에 기반을 둔 비용 변동을 고려하여 비선형형태로 목적식을 수정하고, 이

를 용이하게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면 보다 현실성 있는 상황을 적

용하고 최적해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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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용어 정리 

 

용어 설명 

생산지 물동량이 출발하는 최상위 노드 (Supplier) 

물류거점, 

분배센터 

생산지에서 출발한 물동량이 간선 수송을 통해 도착하고, 

수요지로 분배하는 노드 (RDC, DC) 

수요지 물동량이 도착하는 노드 (Customer) 

간선수송 생산지와 물류거점 간 수송 

지선수송 물류거점과 수요지 간 수송 

계획주기 모형 구동을 위한 전체 주기 (Planning horizon) 

Lost-sale 

수요지의 주문량이 지선수송량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발

생하는 물동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 위험 발생 시 

미배송 되는 수요지 주문량을 의미함. 

Time window 
위험예측정보에 의해 위험발생가능성을 고려하는 주기의 

묶음. 예측 기간으로 병기함. 

공급망 중단 
위험요인의 발생으로 인해 공급망의 운영이 중단되는 상

태 (Supply chain disruption) 

위험/위험요인 공급망 중단을 발생시키는 내∙외부 요인  

할당/배정 
공급시설에서 수요지의 주문량을 수합하여 수송할 물류거

점 및 수송량을 결정하는 과정 (Allocation/Distribution) 

위험예측정보 
물류거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예측가능한 위험에 대한 

확률적 위험발생정보 

위험예측정보 

정확률 

위험예측정보가 time window의 흐름에 따라 유효한지 여부

를 판단하는 확률 

최대위험발생률 
time window 내의 위험발생확률분포 중 예측정보에서 제시

한 위험예측시점에서 발생하는 위험발생확률 

예측불가능위험 

발생확률 

발생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요인에 대한 결정적 발생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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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ynamic Allocation Model  

under Stochastic Risks  

in a Supply Chain 
 

KIM, Dong Sung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anl University 

 

Frequency and size of risk factors that can cause the disruption of supply chain 

operation such as disaster, terror and accident have been increasing. Appropriate 

confrontational strategies for design and operation of supply chai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upply chain should be established in case of increasing occurrence of 

risk factors. This study suggests a dynamic allocation model considering stochastic risk 

possibility based on risk prediction information. 

In contrast to the fixed allocation strategy using traditional static allocation model 

which reserves a fixed amount of safety stock, this model decides the amount of 

distribution dynamically based on the risk prediction information on predictable risk and 

can reduce the amount of stock to reserve. 

To do this, the types of risk causing supply chain disruption are classified and the 

uncertainty of risk prediction information is applied. As a result of the above process, 

this study suggests a risk model that consists of occurrence of risk prediction 

information for each time window, change of risk prediction information and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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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ility distribution for each time window. Also, a dynamic allocation model which 

assumes 2-echelon supply chain considering the lead time of main line distribution and 

decides the amount of main line distribution for first period of time window is 

established. 

Applying various sub-scenarios deduced from risk prediction information to the 

dynamic allocation model, a hybrid algorithm based on genetic algorithm which deduces 

the optimal amount of first period main line distribution is suggested and a simulation 

which can replicate realistic occurrence of risk prediction information is developed. 

Using the algorithm and simulation, the effect of the suggested dynamic model is 

evaluated. Also using this result, the performance of the static allocation model which 

produces a fixed amount of distribu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e dynamic allocation 

model is compared. To counteract the risk prediction information, strategies that use the 

fixed amount of distribution and combine the fixed allocation model and the dynamic 

allocation model are suggested. After the effect of each strategy is assessed on a toy 

network and a real network, the optimal strategy is suggested. 

By using the dynamic allocation model suggested in this study, the amount of fixed 

stock and the cost of stock management can be reduced. By applying the dynamic 

allocation model in case the risk possibility increases or the supply is insufficient to the 

demand, the loss of opportunity cost resulting from the decrease of the stock can be 

minimized, and so the effect of the allocation model can be maximized. 

 

Key word: supply chain disruption, dynamic allocation model, hybrid algorithm based 

on genetic algorithm, risk prediction information, stochastic risk 

Student number: 2009-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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