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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계획법에서 확률적 수요에 대한 추가 정보효과* 

남 익 현** 

〈目 次)

m 결 론 

1 . 들어가며 

선형계획법은 구조가 단순하고 확정적이라는 특정에 의해 수리적 모형 구성에 있어 적용 가 

능성이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선형계획법의 대전제인 확정성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한계로 인해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확정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형계획법에서 사용하는 것이 감도분석 (sensitivity analysis)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 

도분석은 그 효용에 있어 매우 제한적인 효과만을 제공한다 확률성에 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는 

다룰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확률적인 내용은 근본적으로 다루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냥익현 [2006J 에서와 같이 선형계획볍 활용의 한 형태인 감도분석으로 다룰 수 

없는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확률적 

일 경우를 다루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선형계획법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상황하에서 최적의 의 

사결정변수의 값을 결정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본 을에서 다루려는 모형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의 

의사결정을 여러 단계별로 구분하여 다루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기업 

이 원자재를 구매하고 2단계에서 구매한 원자재와 기존의 설비를 활용하여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3단계에서 생산된 물량의 범위 내에서 시장에 판매를 하고자 한다 그런데 남익현 

[2006J에서 다룬 핵심적인 내용은 시장수요가 확률적 분포를 따르는 경우 수요량에 대한 정보 

가 언제 알려지는가에 따라 의사결정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67 



*짧쩔↑뽑報종웅훌홉 

본 글에서는 확률변수인 시장수요에 대한 사전적 확률에 추가하여 별도의 정보수집을 통해 

시장수요에 대한 분포를 보다 정교하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냥익현 (2006)에서 다루었던 생산전략상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정보시스댐의 가치 

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 남익현 (2006)에서 사용한 것 

과 통일한 예제를 통해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Higle and Wallace(2003) 의 연구는 수요 실현시점에 따라 별도의 선형계획법을 구성하 

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선형계획법의 강도분석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남익현 (2006) 의 연구에서는 제약식을 의사결정자가 단기간에 변형시 

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단기적 제약식과 장기적 제약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확률적 

인 수요의 실현시점을 생산시스템의 선택이라는 생산전략상의 가치를 평거한다는 점에서 공 

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장수요의 예측을 도와줄 수 있는 별도의 정보체계 

의 가치를 다루고자 한다 

II. 여l 저l 

비교분석을 위해 남익현 (2006)에서 다루었던 예제를 재인용하도록 한다‘ 관악기업은 두 종 

류의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또한 관악기업은 risk neutral하다고 가정하기로 하자 이러 

한 risk neutrality는 목적함수값을 비교할 경우 확률적 기대값을 사용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다 관악기업에서 생산하는 의류는 중저가 제품(제풍 1)과 고가 제품(제품 2) 두 가지이다 이 

러한 두 가지 종류의 제품을 표시하기 위해 첨자 i를 사용하기로 하자 관악기업에 대한 선형계 

획모형의 특정은 고객의 수요가 확률적이라는 것이다 이들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는 확률분포 

를 따르며 해당 확률은 가능한 3가지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상황으로는 3가지를 가정 

하고 있는데 이는 ]로 표시하고 개략척으로 j=l은 불경기， j =2는 보통 경기， j=3은 호경기를 

표현한다 다음 표는 각 시장 상황별 두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량과 해당 시장 상황의 발생확률 

을표현하고 있다 

{디.D， l 

확률 P(j) 

1 

(20 , 1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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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20) 

0.5 

3 

(30 , 2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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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가 나타내는 것은 시장상황에 대한 사전적 확률이다 이러한 확륜적인 수요가 언제 실현 

되는지에 따라 타당한 선형계획모형이 탈라진다 수요의 실현이라 함은 수요량에 대한 정보가 

언제 확정화되는가를 딸하는 것이다 관악기업의 경우 원자재를 구입하고 이듭 이용하여 두 가 

지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물량을 이용하여 시장에 판매한다 그런데 수요의 실현시기에 따라 

3가지 모형을 다루고자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경우가 시장 수요가 알려진 후 왼자재 구매 생 

산， 판매의 3단계 모두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두 번째 경우는 원자재 구매 단계 이후에 수요 

가 알려지고 그려고 나서 생산， 판애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세 번째논 왼자재 구매‘ 제품 생 

산이 이루어 진 후 수요플 파악할 수 있고 그 이후 판매가 가능한 경우이다 

다읍으로 관악기업의 실행가능영역을 규정하는 제약식을 상펴보면 관악기업이 의류를 생산하 

는데 있어 필요한 자원은 두 가지라고 가정하자 하나는 원단으로， 중저가 제품을 생산하는 경 

우 단위당 원단 1단위가 소요되고 고가의류의 경우 l벌 생산을 위해 원단 2단위가 소요된다 

원단은 시장에서 펼요한 만큼 구애할 수 있으며 구매단가는 단위당 4원이다 이러한 원단과 관 

련된 제약식이 단기적 제약식이 된다 일반적인 선형계획법의 경우 기업이 사용 가능한 원단의 

수량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제약식이 구성된다 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원단의 

가용량 또한 의사결정변수로 포함시켰는데 이는 단기적 제약식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왼단 

의 구매량을 나타내는 의사결정변수로 T) 을 사용하기로 하자 의류생산에 필요한 두 번째 제약 

식은 생산설비인 기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계의 가용시간은 120시간이며 중저가 의류와 고 

가 의류를 한 단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설비시간은 각각 3.4 시간이다. 이러한 설비의 가용 

시간 제약은 장기적 제약식으로 이는 단기에 변똥이 어려운 제약식을 의미한다 관악기업의 수 

악을 나타내기 위한 정보로 중저가 의류의 시장가격은 10원이며 고가 의류의 경우 시장가격이 

20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관악기업의 문제를 선형계획법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 

낼수있다 

Max{IOsl +20s, -41j) 

S. t. 

m] +2m2 $1j 

3m l + 4m2 ~ 120 

S , :s: m 1 ---'''., 
s. ~D 1 ---' ....... \ 

s , ~m 2 ---' ".l 

S , ~ LJ 2 ~ 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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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는 제품 1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이는 제품 i의 판매량을 ， D， 는 제품 i의 수요량을 

나타낸다. 여기서 의사결정변수는 {m" S" 1j}이며 {D, }는 확률분포에 의해 결정되는 수요량 

으로 확률변수이다 이러한 확률변수 {디}로 인해 위의 모형은 선형계획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 

지만 실제 선형계획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남익현 (2006)에서는 시장 수요의 실현시점에 따라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하였고 세 가지 경우 

에 따라 적함한 선형계획모형을 구성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연 다음의 표와 같다 

Case 1 Case 2 

기대수익 302 .4 280 

Case 3 

270 

본 논문에서는 시장수요의 실현시점이 아니고 시장수요에 대한 추가정보를 수집하는 것의 가 

치를 다루고자 한다 관악기업의 경우 별도의 시장조사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시장상황에 대한 

사전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해당 시장조사기관의 과거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해당 

기관의 예측력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 표에 나타난 자료는 과거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조건부 

확률 P(e IJ) 을 나타낸다 즉 사후적으로 얄려진 시장상황 J에 대한 시장조사기관의 예측치가 e 

로 나타났던 비율을 구한 것이다 여기서 e는 시장상황에 대한 예측치를 나타내고 ]는 실제 시 

장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J e 1 2 3 

1 0.8 0.1 0.1 

2 0.1 0.8 0.1 

L용 0.1 0.1 0.8 

이 표에서 보면 예측력이 개략적으로 80%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악기업의 입장에 

서 시장조사기관을 이용할 경우 필요한 정보는 조사기관에서 제공한 정보인 e를 바탕으로 실제 

시장상황이 J일 확률인 P(j l e)ol 된다 이는 위의 표에서 나타내는 P(e I j)과 사전적 확률인 

P(j) 를 바탕으로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j =I,e=l) p(e= 11j = 1)P(j = 1) P(j =lle=I)=-V_.-'- -, -~「
P(e=l) >:p(e=l lJ)κ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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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정려하면 P(j I e) 와 관련하여 다음의 표른 구성할 수 있다 

e J 1 2 3 

1 24/31 5/31 2/31 

2 3/45 40/45 2/45 

3 3/24 5/24 16/24 

그리고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여 위의 표를 구하는 과정에서 분모식에서 P(e = 1) = 0.3 1, P(e = 2) 

= 0.45, P(e = 3) = 0 .24 을 얻을 수 있다 

e 

P(e) 

1 

0.31 

2 

0 .45 

3 

0.24 

본 논문에서는 시장조사기관을 활용할 경우 최적목적함수값의 기대치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납익현 [2006)에서 다룬 완전정보하에서의 경우(Case 1)에는 시장조사기관 

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추가적인 분석이 볼필요하다 남익현 [2006) 의 Case 2와 

Case 3의 경우에 시장조사기관의 예측치인 e를 활용하여 시장상황에 대한 예측확률을 수정하 

고 。l를 바탕으로 선형계획법을 구성할 수 있다 

관악기업이 시장조사기관을 활용할 경우 시장조사기관으로부터 시장상황에 대한 예측치 e를 

얻게 된다 관악기업은 주어진 예측치 e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J에 대한 확률을 수정한다 이러 

한 수정작업을 통해 구해진 보다 정교화된 확률이 P(j I e) 인 것이다- 예측치 e=l. e=2. e=3 

인 세 가지에 대해 각 경우별로 냥익현 [2006) 의 Case 2에서와 같은 선형계획모형을 수럽하여 

푸는데 이 때 목적함수값을 표현하기 위해 P(j I e) 확률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구 

한 목적함수값에 대해 P(e)플 이용하여 기대값을 구하면 시장조사기관을 이용할 경우 Case 2 

에 대한 최종적인 목적함수의 기대값이 된다 이러한 논리는 Case 3에 대해서도 통일하게 적 

용된다 

1. Case 1(완전정보의 경우) 

이는 수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재 조달 계획， 생산， 판 

매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추가적인 정보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시장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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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 상황이 j=l 인 경우 위의 선형계획모형에서 DI = 20, D, = 10 을 

대입한 경우를 풀연 되는데 이 때 최적목적함수값은 π(1) = 240 이 나온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j=2인 경우 최적목적함수값은 π(2) = 320. j = 3인 경우 최적목적함수값은 π(3) = 352 가 나온 

다‘ 따라서 수요에 대한 완전정보를 가정한 경우에는 최적목적함수값의 기대치가 J에 대한 사전 

확률을 이용하여 π1 = p(j = 1)π(1)+p(j =2)π(2)+ p(j = 3)π(3) =0.3’ 240+0.5*320+0.2‘ 352 

= 302 .4로 계산할 수 있다 우리는 시장 상황인 ]가 알려진 후 해당하는 선형계획모형에서 제 

시하는 최적해를 실행하면 되는 것이며 3가지 중 하나를 실행하게 된다 

2. Case 2(즉응생산의 경우) 

이는 생산은 신속하게 이루어져 시장수요가 밝혀진 후에 제품생산을 시작할 수 있지만 원자 

재의 조달기간이 길어 원자재 조달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수요실현 시점 이전에 하여야 하는 경 

우를 말한다 생산 랴드타임이 자재조달 리드타임보다 현저하게 작은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는 수요실현 시점 이후에 제품에 대한 생산과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응 

하는 의사결정변수가 {mij'Sij} 인 6개로 표시하여야 한다 즉 시장상황 J에 맞추어 각 제품의 생 

산량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매량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원자재 조달량을 나타내는 n 
은 시장 상황 J를 알기 이전에 미리 결정되어야 하므로 j와 무관하게 정의된 단일 변수가 된다 

Case 1에서와 같은 논리로 목적함수는 각 상황별 기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바 다음과 같다 

목적함수에서는 시장조사기관으로부터 얻은 e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j의 발생확률 

을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적함수인 기대이익을 표현한다 따라서 시장조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e의 값에 따라 3가지 선형계획모형을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조사기관으로부터 e=1 

이라는 정보를 얻은 경우 이익함수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5 2 
z(e=I)= :: (10s11 +20s21 )+ :, (1 0s12+20s깅)+二(10s1 3 + 20s,,) - 4η 

31'" w 31' >< U' 31 ‘ 

Case 2에 해당하는 선형계획모형 중 e=l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살회보면 다음 

의 표로 나타낼 수 있다 참고로 표의 마지막 행에는 최적해와 최적목적함수값(π(e = 1) = 240) 

을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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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Sll S12 S13 S21 S22 S21 m ll ml2 ml3 m21 m 22 m 23 η RHS 

목적 240 50 20 480 100 40 
4 

함수 31 31 31 31 31 31 

(1) 1 2 1 <= 

(2) 1 2 1 <= 

(3) 1 2 • 1 <= 

(4) 3 4 <= 120 

(5) 3 4 <= 120 

(6) 3 4 <= 120 

(7) 1 -1 <= 

(8) 1 1 <= 

(9) 1 -1 <= 

(10) 1 1 <= 

(11 ) 1 -1 <= 

(1 2) 1 1 <= 

(1 3) 1 <= 20 

(14) 1 <= 25 

( 15) 1 <= 30 

(1 6) l <= 10 

(17) 1 <= 20 

(1 8) <= 28 

20 0 0 10 20 20 20 0 0 10 20 20 40 240 

같은 논리로 e=2의 경우에는 π(e=2)=31 1.1 1 이 나오고 e=3의 경우 π(e=3)=317.55 이 

다‘ 따라서 최적목적함수의 기대값은 

LP(e= k )1r(e = k) = 0.31 *갱0+ 0.45*31 1.1 1 + 0.24*317.55 = 290.6 

Case 2의 경우에는 원자재 구얘 의사결정을 한 후 시장상황을 파악한 후 적정량의 생산 및 

판얘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석상 주의하여야 하는 것이 선형계획모형에서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목적함수의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 모든 변수 

{까 ， ml} }륜 도입하였지만， 이들 12개 변수 중 시장 상황 J에 따라 {SlJ , s2J ,m'J ,m 2j } 4개만이 실 

제 집행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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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se 3(기획생산의 경우) 

셰 번째 경우는 시장수요에 대한 정보수집이 가장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시장 

수요가 알려지기 이전에 원자재의 조달과 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전통척으로 사용되는 기획생산의 경우를 뭇한다. 이 경우에는 판매량만이 시장 수요에 대응하 

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변수는 {Sij. m, ‘ η}으로 case 2의 경우보다 축소된다 원자재 

조달과 생산과 관련된 의사결정변수인 {1j, m"m, }은 시장상황을 나타내는 첨자 J와는 무관하게 
정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의 Case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사기관의 자료 e에 따파 

별도의 선형계획모형을 구성하여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e=2인 경우의 선형계획모형을 다음 

의 표로표현할수 있다 

iτ~~ SI! SI2 S13 S21 S22 S23 ml m2 끼 

목적 30 400 20 60 800 40 
4 

합수 45 45 45 45 45 45 

(1) 1 2 -1 <= 

(2) 3 4 <= 120 

(3) 1 -1 <= 

(4) 1 -1 <= 

(5) 1 1 <= 

(6) 1 <= 

(7) 1 1 <= 

(8) 1 -1 <= 

(9) 1 <= 20 

(1 0) 1 <= 25 

(1 1) 1 <= 30 

(1 2) <= 10 

(1 3) 1 <= 20 

(14) 1 <= 28 

13.3 13.33 13.33 10 20 20 13.33 20 53.3 306.67 

시장조사기관이 제공하는 e에 따라 선형계획법율 적용하여 구한 최적목적함수값은 π(e= 1) = 240, 

π(e = 2) = 306.67 ，π(e=3)=295 로 구할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에서 제공하는 e에 대한 확률과 

각 경우별 최적목척함수값은 이용하여 구한 종합척인 최종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L: P(e=k)π(e = k) = 0.31 *240+0 .45*306.67 +0.24*295 = 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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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긍까지 다룬 세 가지 경우의 최적목적함수값의 기대치를 냥익현 [2006) 의 결과와 함께 정 

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Case 1 Case 2 Case 3 

냥익현 [2006) 302 .4 280 270 

예측정보 302 .4 290.6 283.2 

차이 0 10.6 13.2 

위의 표에서 각 Case 별 최적목적함수값의 차이， 즉 각 열 사이의 차이는 생산시스템의 속 

도， 리드타임의 차이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며， 두 행 사이의 차이는 시장조사기관의 정보의 가치 

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위의 표를 통해 생산시스템에서의 속도의 효과와 정보의 효과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상황별로 정보의 가치를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가치를 바당 

으로 추가 정보의 활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추가정보의 사용비용보다 커다란 기대 효과 

를 얻을 수 있을 경우에 추가정보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 때 예상할 수 있는 혜택을 구할 수 있 

는것이다 

m 결 론 

수요가 확률적인 상황의 경우 확률변수의 실현 시점에 따라 선형계획모형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예측모형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확률변수 대신 기대값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확률변수의 실현시정에 따라 적절한 선형계획모형을 구 

성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확흘적인 수요의 실현 시점에 따라 수요정보를 미리 

암 수는 없지만 별도의 시장조사기관을 활용할 경우 수요에 대한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시장조사기관으로부터의 추가정보를 통해 수요에 대한 예측확률을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형계획모형플 구성하여 최적해를 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추가정보로부터 얻는 목 

적함수값의 증가분이 추가정보의 가치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시장조사기관의 이용료가 이 보다 

작을 경우 추가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얄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냥익현 

[2006) 이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의 노출 시점에 따라 적합한 선형계획모형을 구성하여야 하며 

생산전략상의 속도요소에 의해 경우의 수를 나눈 것을 보완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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