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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효율적 공급망 운영 전략 도입 및 공급망 중단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의 발생 빈도 증가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중단 가능성은 높아지
고 있으며, 발생 시 직간접 피해도 증가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 중단 대응 모형 분석에 있어 사전에 제공되는 위험예측정보를
바탕으로 다주기 확률적 위험 모델링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공급망 중단 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요인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위험예
측정보는 위험발생 예상주기 및 예측정확도로 구성되며, 위험 모델링에는 3가지의 확률분포가 적용되는데, 전 계획 주기에 걸쳐 발생하
는 위험예측정보발생 확룰분포, 위험예측정보 발생 후 적용되는 위험발생 확률분포, 지속기간 확률분포이다. 각 확률분포는 이력자료 혹
은 가정을 통한 파라미터의 설정을 통해 공급망 계획 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의 확률적 발생여부를 다주기에 걸쳐 모델링한
다. 본 연구는 공급망 중단에 대응하기 위한 정적·동적 모형 연구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전술적·운영적 차원에서의 다주기 동적 모형
에 적용되어 보다 현실적인 위험 시나리오를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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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글로벌 공급망의 확대와 기업의 비용절감 위한 효율적 공급망
운영 전략으로 인해 공급망의 중단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공급망의 전체의 탄력성은 저하되고 있다. 또한 공급망 중단을
야기하는 위험요인 자체의 발생 빈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공급망 중단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에는 2005년 미국에서 발생
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나 2010년 태국에서 발생한 대홍수와 같
은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물론, 공급망 시
설의 운영 중단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영향을 받았다. 또한 2002
년 미서부 항만노조 파업은 약 10일 지속되었으나, 미국경제는
약 190억불의 손실을 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삼성방재연구
소, 2011)
공급망 중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공급망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공급망 중단에 대한 원인을 구분 및 분석하고, 영향에 대
한 완화방안에 대한 연구 또한 증가 추세이다. 이러한 위험요인
들은 확률적(stochastic)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접근법
등 과 같은 기법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
중단 위험 요인 중 예측가능위험에 대한 위험예측정보를 바탕으
로 확률적 기반에 다주기 위험 모델링 기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수행과정에 따라 정리하면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구성

Ⅱ. 선행연구 고찰
1. 공급망 중단 위험요인
공급망 정상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외부 위험요
인에 대한 정의 및 분류에 대해 다수의 연구가 있다.1)
Chopra and Sodhi(2004)의 연구에서는 공급망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을 9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동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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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opra and Sodhi(2004), Tang(2006), Wu and Blackhurst(2009), Water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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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였다. 이 중 공급망 중단(disruption)을 야기하는 위험요
인으로 자연재해, 파업, 전쟁, 테러 등으로 구분하였다.
표 1. Supply chain disruption and its drivers2)
Category of
risk

Drivers of risk

Disru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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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공급망 중단 위험요인의 분류
위험유형

자연재해

인위적
위험
사고

위험명
태풍/허리케인
지진,쓰나미
화산폭발
전염병,산불
전쟁,테러
정치적소요
파업
화재,정전
기기고장

예측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발생원인 유형
자연적
(natural)
인위적
(man-made)
우발적
(accident)

Stecke and Kumar(2009)는 공급망 중단을 야기하는 요인
들의 항목을 상세히 나열하고, 항목별로 심각도와 발생가능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World Economic Forum(2011)의 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
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중단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정리하였다.
이들은 환경요인, 지정학적요인, 경제적요인, 기술적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다시 uncontrollable, controllable,
influenceable로 구분하였다.

2. 위험 모델링
본 연구와 관련된 공급망 중단을 야기하는 위험은 발생가능
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심각도가 큰 자연재해, 테러 등을 대상으
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재난 대응 및 보험 분야 등의 연
구 및 공급망 중단과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였다.
보험 및 재무 분야의 대형 재난 모델링의 관한 연구는 다양하
다.(Grossi and Kunreuther, 2005). 이들의 연구는
Poisson 분포 등을 이용하여 계획 기간 내 재난의 발생횟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Lodree and Taskin(2009)의 연구에서는 허리케인의 진행
상태에에 따른 retailer의 재고관리 의사결정을 모델링하면서,
허리케인 정보를 풍속정보에 기반한 기상모형에 적용하고 베이
지안 업데이트에 따라 위험의 변동을 모델링 하였다.
Klibi and Martel(2012)은 불확실성 하에서의 공급망 설계
와 평가를 위한 위험 모델링을 제안하였다. 위험요인을 세가지로
구분하고, 위험모사를 위해 multihazard, vulnerability
sources, exposure level의 조합에 따른 위험 모델링을 수행했
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예측기술에 기반한 공급망 중단 위험요인
의 예측가능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예측가능위험의 위험예측정
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위험 모델을 제안한다.

그림 2. 동아시아지역 위험요인별 10년 별 위험발생빈도

그림2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공급망 중단 위험요인의 발생
빈도를 10년 단위로 정리한 도표이다. 1980년대에서 2010년대
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은 위험요인을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은 동아시아 지역의 10년별 인간 발생빈도의 추이를 도
시한 도표로, 위험요인의 특성 중 예측가능여부에 따라 구분하
여, 예측가능위험(예: 폭풍, 폭우 등)과 예측불가능위험(예: 화
산(재)폭발, 지진(쓰나미), 테러 등)으로 구분하여 발생빈도(건
/일)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시간흐름에 따라 예측가능 위험요
인의 발생빈도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예측불가능 위험요인
의 발생빈도는 1990년대이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Ⅲ. 공급망 중단 위험요인 분석
1. 공급망 중단 위험요인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구분한 위험요인에 대해 분석하
고, 예측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추가하여 구분하였다.
그림 3. 동아시아지역 10년 별 예측가능/불가능 위험요인 별
발생빈도 추이

2. 위험요인 이력자료 분석
EM-DAT3)

데이터베이스4)

본 연구에서는
및 테러
자료 중
동아시아 지역의 공급망 중단 위험요인에 대한 1980년 이후부
터 현재까지 발생 빈도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2)
3)
4)

발생위험의 지속기간은 위험요인의 유형 및 상황에 따라 상이
하며, 그림X는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 폭풍의 위험 지속
기간 분포 및 누적분포이다.

Chopra and Sodhi (2004) 일부 발췌
Emergency Events Database, 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CRED)
Global Terrorism Database, National Consortium for the Study of Terrorism and Responses to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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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위험예측정보는 시간흐름에 따라 예측력이 향
상되면서 위험발생 확률분포가 변동되는 형태를 가정하여 확률
분포를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 위험예측정보에는 위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과 예측정보에 대한 정확률이 포함되어 있
으며, 예측정보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은 인접주기에도 있다고 가정한다.
시설 j, 시점 t에서 위험예측정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때,
time window  에서의 위험발생 확률분포는 다음과 같다.
Pr     

 ∈


Pr     
   

그림 4. 위험 지속기간 분포 및 누적분포(폭풍, 1990년이후)



Ⅳ. 확률적 위험예측정보 모델링

∀≠

(2)



 부터

 : 위험예보발생시점

1. 개요

(1)

시점

  까지

time

window

공급망 중단을 야기하는 위험요인 중 예측가능위험에 대한 위
험예측정보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공급망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률적 위험예측정보의 모델링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예측정보를 구성하는 확률분포들을 크게
3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위험예측정보의 발생여부에 대한 위
험예측정보 발생확률분포, 둘째, 위험예측정보 발생 후, 예측기
간 내 위험의 발생여부에 대한 위험발생 확률분포, 마지막으로
위험 발생 시, 위험의 지속기간에 대한 지속기간 확률분포이다.

2. 확률적 위험예측정보 모델링


1) 위험예측정보발생 확률분포

 는 총 예측기간의 전 주기를
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분포
대상으로 시점 t, 시설 j에서 공급망 중단을 야기하는 예측가능
위험에 대한 예측정보를 발생확률을 의미한다. 위험예측정보 발
생확률분포는 위험요인 발생여부가 시설별, 주기별로 독립적이
라 가정하며, 매 주기 반복되는 베르누이 시행의 결과로서, 베르

∼ 
누이 분포를 따른다.

위험예측정보 발생확률  는 경험적 분포에 따르며, 주기 및
시설 위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시설  , time window  에서 발생된 위험예측정보의 최

대위험발생확률
 : time window  의 i번째 시점(∈)
 : time window  의 위험예보의 위험발생 예상시점으로써
r번째 시점, ∈
Pr    : time window  의 i번째 시점에서 위험이 발생할
확률 ∈
Pr  : 위험 예측정보 정확률
 : time window  에서의 다음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Pr     ∈









3) 지속기간 확률분포
위험예측정보 발생 후, time window내 위험발생 시 지속기
간을 결정하는 확률분포이다. 위험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경
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근사된 확률분포를 통해 결정한다. 그림6
은 EM-DAT 자료 중 동아시아 지역의 1990년 이후 “storm”
발생 자료의 지속기간 분포를 기반으로 한 근사분포이다. 이 중
지속기간이 2일 이상 ≧  부분의 경험적 분포와 curve
fitting 정도가 높은 기하분포를 적용한다. Curve fitting 결과
파라미터 p 값은 0.25073이며, 분포도는 그림7과 같다.



2) 위험발생 확률분포


 는 시점 t에서 위험예측정보가 발생
위험발생 확률분포


했을 때, 시설 j에서 시점    부터 시점   까지의 위험발생확
률의 분포를 의미한다. time window  는 예보발생시점 t부터
위험예측정보가 위험발생여부를 고려하는 최대 시점    까지
기간을 의미한다.

그림 6. 지속기간 분포 curve fitting 결과(storm, 1990년 이후)

그림 5. 위험발생 확률분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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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지속기간 확률분포 근사치(기하분포)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 및 테러발생 가능성 증가로 인해 글로
벌 공급망의 중단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공급망의 글로벌화
로 인한 결속이 강화됨으로 인해 중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직간접
적 피해 비용 또한 급증하고 있다. 공급망 중단을 야기하는 위험
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공급망 중단 위험요인에
대한 예측가능여부를 고려하여 위험예측정보가 사전에 제공된다
고 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위험예측정보
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어, 확률적인 고려가 필요하
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험예측정보가 확률적 위험발생정보를 제
공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위한 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요인 모델링
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위험예측정보는 위험발생 예상주기 및 예측정확
도로 구성되며, 위험 모델링에는 3가지의 확률분포가 적용되는
데, 전 계획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위험예측정보발생 확룰분포,
위험예측정보 발생 후 적용되는 위험발생 확률분포, 지속기간 확
률분포 이다. 각 확률분포는 이력자료 혹은 가정을 통한 파라미
터의 설정을 통해 공급망 계획 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
인의 확률적 발생여부를 모델링한다.
본 연구는 공급망 중단에 대응하기 위한 정적/동적 모형 연구
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전술적/운영적 차원에서의 다주기 동
적 모형에 적용되어 보다 현실적인 위험 시나리오를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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