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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공급망의 세계화는 네트워크 구조의 복잡화를 야기하고 공급망을 더 

많은 위험에 노출시키게 한다.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망 운영 계획의 수

립과 효율적인 실행력을 높여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 시킬 수 있

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급망 위험이 공급망 구조를 바탕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위험 전파 현상을 통해 공급망 구조의 견고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하위 노드로부터 전파된 간접적 위험 확률과 특정 노드에

서 발생된 직접적 위험 확률이 동시에 고려된 위험 전파 모델이 개발되

었다. 이러한 위험 전파 모델을 기반으로, APL(Average Path Length)와 

ID/OD(In Degree/Out Degree)의 2가지 지표를 통합하여 구조적 견고성 

평가 모델을 정의하였다.  

구조적 견고성 평가 모델을 통해 특정 네트워크가 구조적으로 위험에 

얼마나 견고한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랜덤 네트워크에 위험을 발생 및 전파시켜 특정 네트워크에 발생된 평균 

위험 확률 값을 계산하였고, 이에 본 연구의 평가 모델이 제시하는 네트

워크 견고성 수치를 비교하여 모델의 설명력을 파악하였다. 상관 관계 

분석 및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제안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고, 

모델에 적용된 파라미터 값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적절한 

파라미터 값의 조합을 구하였다. 실험 및 통계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의 

견고성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노드뿐 

아니라 각 노드들이 어떠한 연결 관계를 가지는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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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본 연구가 제안하는 평가 체계가 공급망의 견

고성을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임을 보였다.  

제안된 방법론은 공급망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 적용될 수 있다. 특

히 사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네트워크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제안된 방법론을 통해 초기 설계된 네트워크의 견고성을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위험을 통해 발생되는 피해 및 복구 비용

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된다.  

본 연구는 견고성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

에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공급 및 수요의 변동

으로 발생되는 위험 비용에 초점을 두었거나 오직 APL만을 고려한 모델

로 견고성을 평가했다면, 본 연구는 공급망 구조의 전체 구조적 특징을 

기반으로 APL이 가진 한계점을 ID/OD를 통합함으로써 극복하여 견고성

을 평가했다는 점에 독창성이 있다.  

 

 

주요어 : 공급망 구조 설계, 공급망 위험, 견고성, 사회적 분석 기법 

학   번 : 2010-2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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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공급망의 세계화 및 복잡화는 공급망 관리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고, 공급망 운영 계획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실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공급망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1]. 공급망 계획의 실행력과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공급망 위험이라고 정의할 때, 

이러한 위험 요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공급망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특히, 공급망의 구조가 복잡해져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는 

위험 요소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고, 위험의 복구 

역시 어려워질 수 밖에 없게 된다[1]. 따라서, 급변하는 시장 구조와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러한 위험 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공급망의 구조 자체가 해당 

위험으로부터의 영향력에 강한 대응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공급망의 구조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공급망의 일부 혹은 전체가 

위험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그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민감하게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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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지 혹은 해당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지를 기준으로 해당 공급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공급망을 설계하는 단계에서공급망 위험에 대한 

견고성이 높은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하는 문제로 모형화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Wholesale quantity contract과 같은 Supply 

chain coordination을 통해 Disruption를 해결하는 방법[2]과 공급망 

내에서 위험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노드와 아크를 찾아 집중 

관리하는 방법[3]이 제시되었다. 또한 공급망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위험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사례도 존재하며[4], 

예비 공급자를 통해 위험을 해결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5]. 특히, 

공급망의 구조적인 특징들을 선별하고, 개별 특징이 가진 공급망 

위험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의 구조적 요소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를 선별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6].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는 선별된 구조적 특징들을 위험이 발생된 노드 

하나에만 국한되어 측정 및 증명되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특정 노드의 관점이 아닌 전체 네트워크의 관점을 통해 공급망의 

견고성(Robustness)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급망 내 특정 노드에서 발생한 위험 요소에 의해 해당 노드와 연결된 

타 노드로 그 위험의 영향력이 전파되는 현상을 정의한 위험 전파 모형 

(Risk Propagation Model)[7]을 고려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관계 분석 

기법의 평균 경로 길이(Average path length)[6]와 In/Out Degre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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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특정 공급망 구조의견고한 정도를 평가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요소의 발생에 따른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망 구조를 파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공급망의 구조적 견고성이 높은 네트워크를 설계함으로써 공급망 

내에서 위험 요소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위험 요소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8]. 이는 결국 최종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높이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되므로 

공급망 전체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최적화된 공급망 

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1.2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수행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공급망 위험 및 견고성 

(Robustness), 사회적 분석 기법 (Social Network Analysis)의 개념과 

이를 공급망 관리에 활용한 기존 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3장 및 4장에서는 위험의 전파 모형과 위험에 대한 견고함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급망 구조적 견고성 측정 모형을 각각 제안하고, 

간략한 예제를 통해 설명한다. 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구조적 

견고성 측정 기법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적용 가능성을 다양한 실험과 

통계적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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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점 및 향후 연구의 확장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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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이론 및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계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2.1 공급망 위험 및 영향력의 측정 

 

공급망의 특정 노드에서 발생되는 위험은 해당 노드의 기능을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마비시킨다. 그로 인해 하나의 노드에서 발생한 위험은 

다른 노드에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며, 이는 결국 공급망 전체로 

확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공급망의 

위험과 그 영향력을 Kleindofer[9]에 의해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한다.  

 

Definition 1. 공급망 위험 및 영향력 

공급망 위험이란 공급망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해 전체 공급망의 계획 

및 제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상태를 말한다. 운영 중 발생되는 예상치 

못한 사태(장비 또는 시스템 고장 등), 자연재해 (지진, 폭풍 등), 

테러리즘과 정치 불안으로 나누어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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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요의 변화량과 그에 따른 

페널티 비용을 기준으로 측정한 후 Wholesale quantity contract를 

이용하여 위험 상황을 회복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2]. 이러한 연구 

결과를 확장하여 위험을 시장 크기의 변화량으로 반영한 연구[13], 

비대칭 정보에 따른 비용을 위험의 영향력으로 고려하여 공급자들간의 

Linear wholesale optimal contract을 찾고 비대칭 정보의 영향력을 

보여준 연구[14]의 사례도 존재한다. 또한, 수요의 변화 뿐 아니라 생산 

비용 및 생산률 관점에서 위험으로부터 회복되는 속도를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도 존재한다[15]. 공급망의 외부 변화에 따른 위험의 평가 

방법 외에도 Tranvouez[9]는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함께 

고려하여 주가의 변동을 기반으로 Disruption을 측정하였다.  

공급망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 모델들이 개발되었으며, 

이 중 Change Constrained Programming (CCP),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ulti-Objective Programming (MOP)의 세 가지 

기법의 성능을 비교 평가한 연구[15] 및 배송(Delivery), 품질(Quality), 

일반적인 위험 요소 (General failure) 등 다양한 위험의 요소를 AHP에 

투입하여 위험 평가 체계를 제안한 연구도 있다[16]. 이 외에도 System 

dynamics 방법을 이용하여 위험의 영향력을 측정한 방법도 

제안되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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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급망의 견고성(Robustness) 측정 

 

2.1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급망 위험은 위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 뿐아니라 공급망 운영 및 계획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때문에 특정 공급망이 위험에 견고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공급망의 견고성(Robustness)을 측정하여 파악할 수 

있다[18,19]. 공급망 관리의 범위 안에서 견고성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Definition 2. 견고성(Robustness) 

견고성은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공급 망이 유연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는가로 정의된다. 따라서, 견고한 공급망이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로부터 발생하는 영향력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버텨낼 

수 있는가로 해석될 수 있다. 

 

공급망의 견고성을 측정 혹은 개선하기 위한 대부분의 연구는 

최적화를 위한 수리 모형의 목적함수를 견고성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비용 혹은 패널티를 기준으로 설계하여 적용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Mulvey[19]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Robust Optimization 모델을 

세운 후 할인된 현금 흐름(Discounted Cash Flows)을 통한 예상 수익의 

평균으로 견고성을 평가하였으며, 예상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높은 

견고성을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Mausser[20,21]의 

연구에서는 주어진 특정 상황에서 현재 운영방식에 따른 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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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방법에 따른 비용의 차이를 Regret으로 정의한 후, 절대적인 

Regret 또는 상대적인 Regret을 활용하여 시나리오의 견고성을 

측정하였고, 이 Regret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급망 관리하는 것이 높은 

견고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Snyder[22]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상대적 Regret값이 p를 넘을 수 

없다는 제약조건을 추가한 p-Robustness를 제안했다. 다시 말하면, 

특정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100(1+p%) 범위 안에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을 통해 공급망의 견고성이 낮아지는 것을 피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가 단일 요소만을 고려한 것이었다면, 예상 

총 비용(Expected cost), 수요 불확실성(Demand Uncertainty)으로 인한 

비용 변동성, 충족되지 못한 수요로 인한 예상 비용(Expected penalty) 

등과 같은 여러 요소를 동시에 반영하여 Robust optimization 모형을 

개발한 연구도 존재한다[23]. 이는 앞서 언급한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견고성을 평가하였으나, 보다 다양한 변수를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3 SNA(Social Network Analysis)를 이용한 공급망 

관리 

 

SNA는 일반적으로 아래 Definition 3[24]과 같이 정의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의 특징을 여러 방면으로 분석하여 네트워크의 성격을 이해하는 

기법으로 물류와 같은 가시적인 흐름과 지식 또는 관계도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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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시적인 흐름까지 연구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다루는 

문제라면 SNA의 다양한 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고, 이는 SCM 분야 

역시 예외일 수 없다[25,26,27].  

 

Definition 3. SNA(Social network analysis) 

SNA(Social network analysis)는 네트워크 안에 소속된 멤버들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다루는 것으로써, 관계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이를 정보화하여 활용할 수 있게 돕는다. 노드(Node)와 

아크(Arc)의 연결 관계를 중심으로 노드의 중심성(Centrality) 및 

등가성(Equivalence)을 판단할 수 있고,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특징(관계의 복잡도 또는 정보의 흐름)을 알 수 있다. 

 

Lambert[28]과 Rolf[29]은 SCM에 있어서 SNA은 활용도가 높은 

분야라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어떤 공급자가 선택되어야 할지 결정하는 

상황에서 유용함을 보였다. 이는 SNA가 네트워크의 특성(Attributes)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구체적으로 노드 및 아크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노드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SN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공급망 운영을 

위한 계획 및 예측에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특히 Kim[30]은 

개별 노드가 얼마의 중요도를 가지는 지, 네트워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지, 네트워크가 가진 구조적 특성이 개별 노드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SNA가 제공하는 Social 

Network Index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결국 SN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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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분석 정보가 공급망 운영을 개선하고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급망 위험 관리(Supply Chain Risk Management: SCRM) 

분야에서는 보통 위험이 가지는 영향력을 정량화한 후, 이를 수리 

모형의 목적함수에 비용 요소로 추가하고, 전체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Nair[6]은 기존 연구와는 달리 

공급망 위험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SNA을 

통해 증명하였다. 이들은 공급망의 위험 관리를 위해 SNA에서 사용되는 

여러 지표 중, 평균 경로 길이(Average Path Length: APL)가 공급망 내 

위험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다시 말해, 

공급망의 구조와 위험이 발생됐을 때 공급망의 견고성의 관계를 

파악하여, 기존에 제안되었던 여러 SNA 지표들 중 가장 견고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표를 파악하였다. 이 때 비교군은 노드들의 

응집성(Clustering Coefficient),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노드간 최대 

거리(Maximum distance)등이 사용되었다. ABM(Agent-Based 

Model)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 공급망에서 발생한 위험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APL(Average path length)임을 보였다. 

 

 

2.4 기존 연구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 

 

앞서 언급한 것처럼 Lambert[28], Rolf[29] 및 Kim[30]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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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과 SNA가가지는 중요한 연결 관계와 그 활용방안 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SNA의 장점이 일반적인 SCM 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 

영역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으나 공급망 위험 관리(SCRM) 영역에서는 

Nair[6]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2.1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공급망 위험은 네트워크의 연결 

구조를 따라 전파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SCRM 영역에서도 SNA의 

접근법을 활용할 경우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위험 관리 연구 영역에 최초로 SNA기법을 적용한 Nair[6]의 

경우, 공급망 위험이 노드의 구조적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을 노드 단위의 관점에 한정시켜 

놓고 전체 네트워크의 견고성을 평가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APL을 네트워크 전체의 시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최하위 노드 (Leaf 

node)만 고려할 수 있을 뿐 최하위 노드로부터 최상위 노드 (Root 

node)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위치한 노드와 그들간의 연결 관계를 설명 

할 수 없게 된다.  

공급망의 견고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는 여전히 수요의 변화 또는 

비용의 변화를 페널티의 형태로 목적함수에 추가하는 

방법[19,20,21,22,23]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기존 네트워크의 

견고성 평가 방법들은 대부분 특정 시나리오 하에서 최적 상태와 현재 

상태의 목적함수 값의 차이를 통해 측정하는 방법으로 국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수요의 변화와 같은 위험 상황하에서 전체 

네트워크에서 발생되는 비용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 위험이 전파되는 현상과 그에 따른 전체 네트워크 상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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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변화와 같은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체 공급망이 가지는 위험에 대한 견고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들을 노드와 노드 간의 

연결관계에서부터 최하위 노드로부터 최상위 노드 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의 전체 연결 구조를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한 구조적 견고성 

평가 모형과 위험의 전파 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모형을 통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각 노드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전체 공급망이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보다 높은 견고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급망을 설계하는 데 있어 

객관적 기준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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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 전파 및 평가 모형 설계 

 

 

3.1 위험 전파 및 정량적 평가 모형 

 

일반적으로 공급망의 구조는 노드의 집합과 각 노드 간의 연결 

관계를 바탕으로 설명되며, 이러한 연결 관계는 정보, 자금, 혹은 자재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방향성을 갖는다. 따라서 특정 노드에서 발생한 

위험은 해당 노드 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다른 노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31]. 

 

단일 위험 요소가 노드 간 연결관계에 따라 전파되는 현상을 

모형화하고, 개별 노드에서의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음 

[표 1]에서 정의한 기호를 사용한다. 

 

[표 1] 기호 

기호 내용 

L 공급망 내 계층의 집합  

N 공급망 내 노드의 집합 

Pr( )jnD   계층 n의 노드 j의 위험 발생이 일 확률, 

,j N n L   

Pr( )prop

jnD 
 

계층 n의 노드 j에 전파되어온 위험에 의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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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이 일 확률, ,j N n L   

Pr( )direct

jnD   계층 n의 노드 j에 자체적으로 발생된 위험에 의한 

위험 발생이 일 확률, ,j N n L   

( )ijng d  계층 m의 노드 i와 다음 계층 n의 노드 j간의 

거리에 대한 위험 전파 함수, , ,i j N n L   

ijnc  계층 n+1의 노드 i가 상위 계층 n의 노드 j로 

조달받는 거래량, , ,i j N n L   

ijn  계층 n의 노드 j가 하위 Layer n+1의 노드 

i로부터 조달 받는 거래량 비율, , ,i j N n L   

 

 

[그림 1] 위험 전파 모형 

 

[표 1]과 [그림 1]을 통해 위험 전파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사항을 둔다.  

 

 공급망은 1개의 최상위 노드(목적지)를 갖는다. 

 공급망은 n개의 계층(Lay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층 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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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들은 계층 n+1의 노드들로만 연결 관계를 갖는다. 

 공급망 구조적 특성에 따른 위험 전파 모형에 집중하기 위해 

하나의 위험 요소만을 고려한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특정 노드에서 발생한 위험은 연결된 

다른 노드의 위험 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험 전파 모형은 

노드간의 연결 구조를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드간 위험 전파를 기반으로 각 노드들의 위험의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특정 노드에서 측정되는 위험의 영향력은 

해당 노드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된 위험에 의한 것과 하위 노드에서 

발생한 위험으로부터 전파되어온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31]. 

하위 노드로부터 전파된 위험은 각각 하위 노드 i가 가지고 있는 위험 

발생 확률 ( ( 1)Pr( )i nD   ), 노드 i와 노드 j간의 위험 전파 함수 

( ( )ijng d ), 그리고 노드 j가 노드 i에게 할당한 거래량 비율( ijn )에 따라 

결정된다. 2개 이상의 하위 노드로부터 연결된 경우 개별 노드로부터 

전파되는 위험에 대한 중요도를 차별화하기 위하여 각각의 할당된 

거래량을 In degree 자체에 가중치를 두어 반영한다.  

또한 하위 노드 i에서 발생된 위험이 상위 노드 j에 전파되는 것에 

관한 함수인 ( )ijng d 은 노드 간의 거리에 따라 위험이 더 크게 

증폭되거나 감소되거나 또는 무관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31].  

기능이 손실된 2개 이상의 하위 노드로부터 조달받는 경우, 이 

값들을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상위 노드에 전파된 위험 확률 값을 

계산한다. 이는 평균값을 택함으로써 여러 하위 노드의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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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반영할 수 있기 위함이다. 

  

      
 ( 1)Pr( ) (Pr( ) ( ))prop

jn i n ijn ijnD Mean D g d             (1) 

where ,
ijn

ijn

ijn

i

c
i N

c
  


 

 

최종적으로, i번째 노드에서 위험이 발생하여 노드 i가 기능이 손실 

되었을 경우 이는 상위 노드인 노드 j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하여 

노드 j에는 자체적으로 발생된 위험과 하위 노드로부터 전파되어온 위험, 

2가지가 있으며 이 두 값 중 더 큰 값을 선택함으로써 보다 더 큰 

위험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노드 j의 위험 발생 확률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31].

 

 

                
 

Pr( ) ( (Pr( ),Pr( )),1)prop direct

jn jn jnD Min Max D D         (2) 

 

본 연구에서는 전체 공급망 내 모든 노드의 평균 위험 발생 확률을 

APDR(Average probability of disruption per risk)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공급망 전체의 위험의 정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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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위험 전파 모델 적용 예제 

 

 

본 절에서는 간략한 예제를 통해 제안된 공급망 구조에 따른 위험의 

전파 모형과 전체 공급망의 위험 평가 방법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지를 설명한다.  

우선 본 예제에서는 전체 공급망에 위험이 발생되는  노드를 1개로 

제한하고 나머지 노드에서는 전파된 위험의 가능성만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노드 간 위험 전파 특성에 대해서는, 하위 노드에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거리에 따른 위험 전파 함수 ( )ijng d 를 1로 가정하여 하위 노드가 

기능 손실된 부분만큼 상위 노드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한다. 상위 

노드와 하위 노드의 거래량 비율인 ijn 은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2] 위험 전파 예제 그래프 

 

3.1절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노드 i에서 위험이 발생하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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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되었을 경우, 노드 i의 Out Degree를 따라 위험이 전파되어 노드 

j와 p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때 노드 p는 In Degree가 오직 노드 i 

하나이므로 노드 i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다고 가정했을 때, 

(
3Pr( ) 1direct

iD  ), 
2( ) 1ipg d  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노드 p 또한 100%의 

위험 발생 확률을 갖게 된다. 이와는 달리, 노드 j의 In Degree는 3으로, 

오직 한 개의 공급자(노드 i)에서만 조달을 100% 받지 못하게 되어 

100%/3 = 33.33%의 위험 발생 확률을 갖게 된다 ( 2ij = 1/3). 위험이 

발생한 노드 i 의 위험 발생 확률은 100%, 이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노드 j, p, q의 위험 발생 확률은 다음 식을 통해 계산된다.
 

  

         
2

1 1
Pr( ) ( ( (1 1), ),1)

3 3
jD Min Max Mean none   

       
(3) 

  

         2Pr( ) ( ( (1 1 1), ),1) 1pD Min Max Mean none   
        

(4) 

 

 

     
    1

1 1 4
Pr( ) ( ( (( 1) 1), ),1)

3 3 9
qD Min Max Mean none        (5) 

 

[표 2] 위험 전파 예제 - 위험 발생 확률  

 
노드 

APDR 
i j p q 

위험 발생 

확률 (%) 
100 33.33 100 44.44 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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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노드 q의 경우 3개의 노드와 연결 되었는데 각각 0%, 

33.33%, 100%의 노드 기능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노드 q의 위험 

발생 확률은  44.44%가 된다. 이러한 노드들로 구성된 전체 공급망의 

APDR은 34.72%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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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망의 구조적 견고성 평가 모형 설계 

 

 

앞서 1장 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급망 내 특정 노드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영향력이 전체 공급망으로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급망 구조를 설계하거나 선택 가능한 여러 구조적 대안 중 

최적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험의 영향력 전파를 최소화하는 것을 구조적 견고성을 높이는 것으로 

정의하고, 구조적 견고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장에서는 공급망의 구조와 위험의 전파 

현상과의 관계를 우선 정의하고, 이를 이용한 공급망의 구조적 견고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설명한다. 

 

 

4.1 공급망 구조와 위험 전파의 상관 관계 

 

 

3장에서 이미 정의한 바와 같이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위험 평가 

체계를 위해서는 공급망 내 모든 위험 요소들이 독립적이지 않으며 

상호간에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 공급망의 연결 구조에 따라 서로 

전파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3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 위험 을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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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의 연결 관계 및 물질, 자금 및 정보의 흐름에 따라 전파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시 말해, 공급망 내에서 위험이 발생된 노드는 운영 

기능을 상실하여 적시에 제품 수급이 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 계층의 

노드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위험의 평가 과정에서 특정 

노드에 발생한 위험을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공급망의 관점에서 

위험에 의해 퍼진 영향력을 동시에 평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급망 내 위험의 전파현상으로 인해 공급망의 

연결 구조가 바로 견고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공급망의 구조적 특성과 위험 전파와의 상관관계를 사전에 정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정한다.  

 

 다계층 공급망(Multi-Layered Supply Chain Network): 하나의 

공급망은 노드의 집합으로 정의되는 다수의 계층으로 구성된다.  

 단일 제품(Single commodity): 공급망의 운영은 단일 제품 생산 및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노드간 공급자 및 경쟁관계: 동일한 계층에 속한 노드는 다음 

계층에 속한 노드의 공급자가 되며 서로 대체 가능한 경쟁 관계를 

가정한다.  

 

위와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공급망의 구조적 특성을 이웃한 계층에 

속한 노드 간의 연결 구조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를 크게 노드를 

중심으로 수평적 연결 구조와 수직적 연결 구조, 아크를 중심으로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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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와 Out degree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 네트워크 구조와 위험 전파의 관계 

구분 노드 기준 아크 기준 

구분 수직 수평 In Degree Out Degree 

네트워크 

예시 

 

 

 

 

 

 

 

 

 

위험 

전파와의 

상관관계 

양의 관계 음의 관계 음의 관계 양의 관계 

 

 

노드의 수직적 특성은 위험 전파와 양의 관계를 갖는데, 이는 상위 

계층에 있는 노드일수록 위험에 의한 영향력이 누적되기 때문이다. 상위 

노드는 하위 노드로부터 물자를 공급받으므로 하위 노드가 운영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 하부 구조의 깊이가 깊을수록 영향 받는 상위 

노드들이 많아지게 된다. 이를 공급망의 견고성과 연결시켜 본다면, 

공급망 견고성이 네트워크에 퍼지는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수직적 연결 길이가 짧을수록 유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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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특성은 수직적 특성과는 반대로 동일 계층에 있는 노드의 

개수와 비례하여 평가된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동일 계층에 있는 

노드들은 서로 대체관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특정 노드가 

위험에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고 같은 계층 중 연결관계를 가지는 다른 

노드들에 의해 상황이 완화되어 상위 계층의 노드가 받는 위험의 

영향력이 상쇄될 수 있다. 따라서, 수평적 연결 정도가 강할수록 위험 

발생 시 다음 계층의 노드가 받는 위험의 영향력이 작아진다.  

수직적 특성과 수평적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의 전파는 

노드간 연결 관계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연결 

구조는 특정 노드로 유입되는 In degree와 유출되는 Out degree로 

나누어 모형화할 수 있다. 위험이 발생한 노드를 기준으로 Out degree가 

높을수록 상위 노드로 위험이 전파되는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Out 

degree는 네트워크의 견고성과 음의 관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이전 계층의 노드와 공급관계를 가지는 노드 기준에서는 

In degree가 높을수록, 즉 대체 가능한 공급자가 많을수록 위험의 확산 

가능성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이는 네트워크의 견고성과 양의 관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4.2 정량적 평가 모형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이 가진 연결 구조가 위험의 전파에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 연결망 분석 기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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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r[6]이 정의한 APL와 ID-OD(In-Out degree) 지표를 동시에 

고려한다. 이를 정의하기 위한 기호와 간략한 설명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기호 

기호 내용 

N 공급망 내 노드의 집합 

L 공급망 내 계층의 집합 

A 공급망 내 노드를 연결시키는 아크의 집합  

jnl  
, ,j N n L   

jnp  
, ,j N n L   

jnq  
, ,j N n L   

ijna  

, , ,i j N n L a A    

( )jnt l

 

최하위 노드 의 최상위 노드까지의 길이 

  APL 값과 ID-OD 값의 선형 결합 비율 

  ID 값과 OD 값의 선형 결합 비율 

()Af

 

APL과 공급망의 구조적 견고성 관계를 정의하기 위한 

함수 

()Of

 

Out degree와 공급망의 구조적 견고성 관계를 정의하기 

위한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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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In degree와 공급망의 구조적 견고성 관계를 정의하기 

위한 함수 

 

 

노드의 수직 및 수평적 연결관계는 아래 식 (6)과 같이 하나의 

통합된 지표인 APL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네트워크 내에 있는 모든 

최하위 노드들의 최상위 노드까지의 평균 길이를 나타내므로 동일한 

갯수의 노드를 가정하는 네트워크 구조에서 노드의 수직, 수평성을 

동시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 때 APL은 수직성을 양의 값으로 

시작하여 수평으로 구조가 퍼짐에 따라 값이 감소되는 형태이므로 APL 

값과 위험 전파의 관계는 양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 )

, ,

jn

n j

jn

n j

t l

APL j N n L
l

  




              

(6) 

 

공급망에 존재하는 전체 아크 수는 전체 In degree 갯수 이면서 Out 

Degree 갯수이기도 하므로, 이는 각각 공급망 내 전체 아크수로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공급망 내에서 Out degree 노드와 In degree 노드는 

서로 값이 다르므로 따라서 전체 아크 수를 In degree 노드 또는 Out 

degree노드의 갯수로 나누어 OD 및 ID 지표 값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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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1절에서 언급했듯이 공급망의 견고성은 APL 및 OD와는 반비례, 

ID와는 비례 관계를 가지는 특징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수화하여 견고성 측정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단순히 APL, 

ID, OD 값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이 위험 전파와 가지는 관계를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각각 fA, fO, fI로 

함수화하여 위험 전파와 각각 비례 또는 반비례 관계를 갖는 세가지 

Input 지표를 견고성에 반영하였다. 

 

또한 공급망 위험이 가진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노드들의 

깊이(Depth) 혹은 아크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구성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해 선형 

결합의 형태를 제안한다. 이러한 공급망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견고성을 평가하기 위한 함수를 식 (9)와 같이 정의하였다. 

 

    
( ) (1 ) { ( ) (1 ) ( )}ROB f APL f OD f ID

A O I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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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조적 견고성 평가 모형 적용 예제 

 

서로 다른 연결구조를 가진 세 개의 공급망을 대상으로견고성 평가 

결과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개별 공급망의 수직성 및 수평성은 

APL을 통해 측정하고, 아크를 기준으로 ID-OD 값을 계산한다. 측정 

과정을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 개별 공급망을 구성하는 노드 개수는 

5개로 고정하고, ROB 측정함수의 선형 결합 비율 α 및 β를 0.5로 

가정하였다. 또한 위험 전파와 양의 관계인 APL 및 OD, 음의 관계인 

ID에 대한 함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 ,A O If f f ID

APL OD
                       (10) 

 

[표 5] 네트워크 구조와 ROB 값 비교 

구분 
Serial 

network 

Hybrid 

network 

#1 

Hybrid 

network 

#2 

Parallel network 

공급망 구조 

 

 
 

 

APL 4/1 = 4 (2+2)/2 (2+2)/2 (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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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 = 1 

Degree 

In 4/4 = 1 
5/3 = 

1.6667 

4/3= 

1.333 
4/1 = 4 

Out 4/4 = 1 
5/4 = 

1.25 
4/4=1 4/4 = 1 

ROB 0.625 0.8667 0.8333 1.75 

 

 

수직 및 수평 연결 구조와 In Degree, Out Degree가 가지는 특징을 

바탕으로 가장 구조적으로 위험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네트워크는 

Serial network이다. 모든 계층의 노드가 하위 노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이므로 네트워크의 유연성이 낮기 때문이다. 반대로 

Parallel network은 특정 노드가 위험으로 인해 기능이 손실 되었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같은 계층의 다른 노드에 의해 완화되므로 위험에 

대한 견고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ROB 값을 살펴보면, 예상대로 마지막 Parallel network 구조가 

1.75로 예상대로 가장 높은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Serial 

network은 ROB 값이 0.625로 3가지 네트워크 중 가장 낮은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망 위험에 가장 취약한 형태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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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및 결과 토의 

 

 

5.1 실험 설계 

 

 

본 연구의 실험은 다양한 구조를 가지는 네트워크들의 위험에 대한 

견고성을 비교하고 제안된 방법론이 견고성의 정도를 잘 설명하는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위험과 ROB 간의 상관 관계 

분석 및 본 연구 방법론과 비교군과의 설명력 차이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ROB 함수의 선형 결합 비율이 변화함에 따라 설명력의 차이를 

보기 위해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실시한다. 

 

[표 6] 실험 설계에 따른 파라미터 값 

파라미터 값 

세트 한 개에 생성된 랜덤 네트워크의 

갯수 
20 

세트 갯수 30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노드 수 16 

위험 발생 노드 갯수 1 

각 공급망의 랜덤 위험 발생 횟수 15 

( )ijng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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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0.5 

()Af  1/APL 

()Of  1/OD 

()If  ID 

 

 

각 네트워크에서 계산된 APDR(Average probability of disruption per 

risk) 값과 ROB 값과의 관계 분석을 위해 노드의 갯수가 최상위 노드를 

제외한 15개로 고정된 공급망을 노드간 연결관계를 무작위로 생성하여, 

서로 다른 공급망 서른 개를 생성하고, 각 공급망의 ROB 값을 우선 

측정한다. 이후 각 공급망 내 하나의 노드에서 위험을 발생시켜 그 

영향력이 전파되는 정도를 측정한다. 또한 위험이 발생하는 노드의 

위치가 실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15개 노드에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노드 i의 노드 j의 거리에 따른 위험 전파 함수인 

( )ijng d 은 1로 가정하였으며, 모든 노드의 중요성을 동일하게 보아 

ijn 는 In degree수에 비례하게 할당시킨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1)

1
ijn

i n

i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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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모형에 사용되었던 함수들에 관한 실험 설계는 다음과 

같다. ROB 함수 식에서 제안된 fA, fO함수는 각각 APL과 OD 값을 

역수화하는 함수로 설계하고, ID는 견고성과 비례 관계이므로 fI는 ID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 과정을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공급망 20개를 생성하여 하나의 

실험 세트를 구성하였으며, 무작위성에 의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총 

30회 반복 수행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ROB이 공급망 내 전파되는 

위험을 얼만큼 잘 설명하는지 그 설명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작위로 생성된 네트워크에서 발생된 15번의 위험 발생 확률 값을 

평균하여 해당 네트워크의 ROB 값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서로 다른 20개의 네트워크에 적용한 후 측정된 ROB와 APDR의 

상관계수를 통해 ROB이 네트워크 구조의 견고성을 잘 설명하는 

지표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Nair[6]가 정의한 APL을 

동일한 공급망 구조에 적용하여 비교 분석한다. 이를 ROBN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식 (9)에서 정의한 ROB에서  값이 1로 고정된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ROB와의 정확한 성능 비교를 위해 APL만을 

이용하는 ROBN과의 대응 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여 두 

기법 중 어느 것이 공급망 위험의 확산 결과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반복된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 검증을 통해 

ROB과 비교군 ROBN의 대응 표본 t-검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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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채택 여부를 판단한다.  

 

H0: ROB과 ROBN의 설명력 차이가 없다. 

H1: ROB의 설명력이 ROBN의 설명력보다 높다. 

 

 

5.2 실험 결과 및 분석 

 

5.2.1 제안된 방법론의 설명력 비교 예시 

 

5.2.1절은 전체 실험 중 하나의 세트를 비교하는 것으로써, 여기서 

ROB의 선형결합 시 가정하는 기본 값은 =0.5 및 =0.5이다. 우선 

랜덤하게 생성된 20개의 공급망 안에서 동일한 노드 하나에서 위험을 

발생시키고, 영향력의 확산 결과를 계산하는 과정을 15회 반복 수행한다. 

매회 다른 노드에서 위험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결국 모든 노드에서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고려하게 된다. 이를 통해 APDR 값과 제안된 

방법론(ROB) 및 비교군(ROBN)과의 상관 관계를 각각 알 수 있는데 

이는 다음 그래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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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et1 - APDR과 ROB 및 ROBN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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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Set1 - APDR과 ROB 및 ROBN 상관 관계 분석 

Set1 R2 유의확률 네트워크 수 

ROB -.825** .000 20 

ROBN -.513* .021 20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우선 ROB와 ROBN의 APDR에 대한 관계를 나타낸 산포도를 보면 

ROB이 보다 강한 음의 상관 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안된 

방법론과의 상관 계수 값(-.825)이 ROBN의 경우 (-.513)에 비해 더 

낮은 값을 가지는 것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는 유의확률(p-value < 

0.01)을 값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장할 수 있다.  

 

 

5.2.2 반복 수행 결과 분석 

 

앞선 5.2.1절에서 수행한 실험의 과정을 총 30회 반복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8] 30 Sets  

Set No. ROB ROBN Set No. ROB ROBN 

1 -.825 -.513 16 -.867 -.771 

2 -.744 -.431 17 -.737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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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52 -.566 18 -.846 -.527 

4 -.823 -.617 19 -.814 -.347 

5 -.726 -.465 20 -.921 -.762 

6 -.824 -.441 21 -.839 -.602 

7 -.815 -.731 22 -.780 -.533 

8 -.877 -.759 23 -.724 -.607 

9 -.893 -.681 24 -.750 -.666 

10 -.849 -.697 25 -.717 -.528 

11 -.737 -.520 26 -.805 -.711 

12 -.826 -.658 27 -.731 -.538 

13 -.877 -.666 28 -.885 -.674 

14 -.705 -.606 29 -.788 -.541 

15 -.822 -.565 30 -.902 -.780 

 

 

세트 30개에 대한 실험의 기초 통계량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ROB와 

ROBN과의 평균 R2 및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표 9] ROB과 ROBN의 설명력 비교 

 
평균 개수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R2 (ROB) -.8074 30 0.06295 0.01149 

 R2 (ROBN) -.5986 30 0.11330 0.02069 



 

36 

 

 

비교군과의 설명력 비교를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5.1절에서 언급한 귀무가설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t-검정 실험 

결과는 다음 [표 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0] 대응표본 t-검정 

Pair 1 - ROB와 ROBN 값 

평균 -.20883 

표준편차 .09317 

평균의 표준오차 .01701 

차이의 95% 신뢰 구간  

 하한 -.24362 

상한 -.17404 

t -12.276 

자유도 29 

유의 확률(양쪽) 0.000 

 

 

실험 결과, t 통계량은 -12.274로 -.196보다 낮은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고, 유의확률 p-value 또한 0.000으로 0.05보다 작으므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ROB과 

비교군인 ROBN의 설명력에 차이가 있는 것을 뜻하므로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인 "ROB의 설명력이 ROBN의 설명력보다 높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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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한다.  

즉, 네트워크의 견고성을 평가할 때, 최하위 노드들의 평균 경로 

길이만을 고려해서는 해당 네트워크의 견고성을 비교할 수 없으며 

노드와 노드간의 연결 관계까지 함께 고려해야만 공급망 위험에 대한 

네트워크의 견고성을 판단 비교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5.2.3 결합 비율에 의한 영향력 분석 

 

앞선 반복 실험은 다시 노드와 아크간의 선형 결합 비율 와 In 

degree와 Out degree간의 결합 비율을 나타내는 , 총 2가지의 비율에 

대한 조합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결합비율의 조합 중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경우를 

찾아내기 위해 각각의 결합 비율을 0.0에서 1.0의 범위로 0.1의 단위로 

증가시켜 전체 100개의 조합에 대한 반복 실험을 수행하였다.  

다음 [그림 4]는 5.2.1 절에서 사용된 30회 반복 실험 결과의 평균을 

기준으로 와  조합 행렬을 Heat map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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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및  값의 조합에 따른 ROB의 설명도 변화 

 

 

그 결과, ROB의 선형 결합 비율인 가 0.3~0.5 사이의 값을 갖고 

가 0.5~0.7 값을 갖을 때 상관 계수가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교군인 ROBN의 경우는 =1인 상황이므로 

[그림 4]에서 가장 오른쪽 열에 해당된다. 이 경우보다 구간 (α, β) = 

(0.3~0.5, 0.5~0.7) 에서 더 높은 설명력을 보장할 수 있음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5.2.2에서의 통계 검증과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에 의한 영향력과 에 의한 영향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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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네트워크의 노드와 아크의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값의 증가는 ROB에서 노드의 비중을 증가시킨 것과 같다. 즉, 값을 

0에 가까이 감소시키면 노드의 중요성은 떨어지고 아크의 중요성이 

ROB 함수 내에서 커지게 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네트워크의 구조적 

견고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결합 비율 는 0.3~0.5 근처 값일 때이므로 

30-50% 가량의 노드 비중이 함수 내에 포함되어야 네트워크의 

견고성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In degree와 Out degree의 결합 비율인 는 0.5~0.7 근처에서 가장 

좋은 설명력을 보여주며 마찬가지로 이 값을 전후로 설명도는 감소한다. 

하지만, 가 1.0으로 증가되는 방향일 때 더 큰 폭으로 설명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OB 함수에 따르면 값의 증가는 Out 

degree 지표 비중의 증가를 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험 결과는 In 

degree의 값의 영향력이 Out degree보다 크다고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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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는 공급망의 견고성을 공급망의 구조를 기반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이는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각각 

네트워크에 퍼져있는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제안된 위험 전파 모형과 

네트워크가 가진 구조적 특징을 APL과 In/Out Degree를 이용하여 

개발된 구조적 견고성 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단순히 공급망의 

견고성을 수요 또는 공급의 변동성을 낮춤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접근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공급망의 견고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급망 

연결 구조를 기반으로 접근했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최종 최하위 

노드에서 최상위 노드까지 연결되는 중간 과정도 반영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ROB와 

APDR의 상관 관계 분석 실험 및 ROB과 ROBN의 대응 표본 t-검정 

실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ROB과 APDR의 음의 상관 관계가 평균 80%이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고, ROB이 ROBN에 비해 공급망의 견고성 정도를 보다 잘 설명하는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특정 네트워크가 공급망 위험에 

견고한가 여부를 판단하려면 노드 기반의 특징과 아크 기반의 특징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며, 만약 특정 요소 혹은 구조적 특징이 간과되면 

그만큼 견고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의 설명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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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량적 지표는 공급망의 설계 단계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급망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 예를 들어 이미 생산 및 물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있어 공급선을 다 변화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초기 공급망 

설계시 네트워크의 위험에 대한 견고성을 고려하여 위험의 발생과 그 

확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된 평가 기법이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한계점을 극복해야 한다. 우선, 같은 계층에 있는 노드들에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시 했다는 점이 있다. 특정 노드의 중요성 및 대체 

불가능한 노드 등을 반영하는 방법이 추후 연구에서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이 구조적 연결 관계에 따라 확산되는 과정에 집중하기 

위해 하나의 위험만을 고려하였다. 공급망 내에서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정의될 수 있으며, 이들 위험 간의 상관 관계 역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험에서는 공급망 내 단일 노드에서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였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다수의 노드에서 위험이 발생하여 전체 

공급망에 중첩된 영향력이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추후 연구에서 반영한다면 보다 견고한 공급망 설계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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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Mechanism for Structural 

Robustness of Supply Chain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Jihee Han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develop a novel evaluation mechanism for assessing 

the structural robustness of the supply chain considering risk 

propagation phenomenon that the impact of risks broke out propagates 

to whole supply chain along with the connected structure.  

Disruption propagation model is developed by taking account into both 

propagated disruption probability and directly measured dis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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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ility simultaneously. And then, based on the propagation model, 

structural robustness evaluation model is defined by integrating two 

indicators, APL(Average Path Length) and ID/OD(In Degree/Out 

Degree). With this indicator, the structural robustness of network can 

be evaluated. Based on the proposed methodology, the result of 

robustness assessment on random networks is obtained and compared 

with the probability of network disruption due to randomly outbreaked 

risk. Statistical evaluation using correlation analysis and paired t-test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odels. 

Also, the sensitivity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o find the better 

combinations of configurable parameters 

Based on the result of numerical experiments and statistical 

verifications, it can be said that the proposed approach is better at 

explaining the robustness of supply chain network. In other words, all 

components of network, such as nodes, arcs and their relationship, 

should be considered altogether, in order to more accurately measure 

the robustness.  

The proposed methodology can be applied to the very first step to 

design supply chain networks. Especially, in the case of being hard to 

redesign the supply chain structure after practically launching and 

operating the designed network, the proposed mechanism may be 

utilized to verify whether the planned supply chain is robust to risk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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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The result of evaluation can be recognized as the critical success 

factor like the way to find minimum cost structure. 

The major contribution of the proposed methodology can be found in the 

phase of network design based on the robustness. Although previous 

research have still focused on only risk costs due to the fluctuation of 

demand or supply, it can be said that this paper maybe the first trial to 

assess the robustness of network based on the whole structural 

features of supply chain network by integrating disruption propagation 

and revised structural indicator which release the limitations of APL 

model. 

 

Keywords: Supply Chain Topology, Disruption Propagation, Robustness, 

Social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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