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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최근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와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따라서 제품의 수명
주기는 급속하게 단축되고 있다.그에 따라 기업 환경도 더욱 불확실하게 되
었다.기업이 독자적으로 경쟁우위에 선다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이에
기업의 개념이 아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급사슬상의 기업들을 하
나의 기업처럼 통합하여 관리하는 공급사슬관리(SupplyChainManagement:
SCM)의 개념이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SCM의 개념이 확산되고 기업의 경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

고 있는 가운데 공급사슬의 각 가치사슬 간에 손실이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
는 불확실한 현상이 나타난다.1995년에 일본 고베지역에서 발생한 고베 대지
진이나,2003년에 국내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을 그 예로 들 수 있다.고베
대지진으로 고베에 위치한 고베 제철소는 당시 고로 정지 등으로 1천억 엔의
손실을 초래했다.또한,화물연대 파업으로 철송 화물의 경우 부산진역 등 철
도역 CY와 부두간 화물 운송이 원활치 않아 수출화물이 적기 선적에 차질을
빚는 등의 많은 손실을 남겼다.이런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공급사슬 리스크의

접근방법과 공급사슬 리스크 요인에 대해 연구해보고,이전연구에서 나타난
요인들을 국내 공급사슬상에 위치하는 물류센터와 외주업체에 적용시켜 봄으
로써 공급사슬 리스크관리(SupplyChainRiskManagement:SCRM)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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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공급사슬 리스크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수집하고 이 공급사슬 리스크 요인을 국내 기업에 적용함으로써 기업이 인
지하는 리스크 요인의 중요도를 측정해 보고자 한다.또한 분석을 통해 나
타나는 결과는 기업의 효율적인 공급활동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 및 필요성을 가진다.
첫째,기존의 공급사슬 리스크와 관련한 연구들을 통해 리스크 요인을 계

층화하여 정리하는 것이다.기존의 공급사슬 리스크와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
분 개념적인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이는 공급사슬 리스크
의 요인을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실증적으로 와 닿지 못하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밝혀진 공급사슬 리
스크의 요인을 국내 공급사슬상의 기업에 적용시켜봄으로써 기업이 느끼는
리스크 요인의 중요도를 평가해보고 차이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둘째,공급사슬상에 위치하는 물류센터와 외주업체가 인지하는 공급사슬

리스크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의사결정 문제를 체계화․계층화 시켜주는
AHP기법을 사용하였다.AHP기법을 통해 공급사슬상 국내 기업이 인지하
는 공급사슬 리스크 요인의 중요도를 측정함에 기업의 효율적인 공급활동에
대한 시사점은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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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구구구성성성

이상의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업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리스크와 공급사슬상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관련 연
구를 수집하였다.우선,수집된 공급사슬 리스크 요인을 검출하고,이들 요인
들 가운데 공급활동에서 발생하는 공급사슬 리스크와 관련된 요인을 계층화
하였다.이 계층화된 공급사슬 리스크의 요인은 전문가의 면담을 뒷받침하여
다시 계층화하고 정의하였다.전문가 면담으로 계층화된 공급 사슬 리스크 요
인은 물류센터와 외주업체의 설문을 이용해 계층분석에 효과적인 분석방식인
AHP기법으로 공급 사슬 리스크의 요인에 관해서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우선 2장은 SCM과 공급사슬 관련 리스크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다.기존

의 SCM의 개념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본 논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
사슬 리스크(SupplyChainRisk:SCR)의 개념과 이전연구를 고찰하는 내용
을 다루었다.이어 3장에서는 연구의 모형과 연구의 범위를 알아보고 자료수
집 및 조사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부분이다.이 장에서는 이전연구를 토대로
공급사슬 리스크(SupplyChainRisk:SCR)의 요인 도출과정과 요인의 계층
화 과정을 설명하였다.4장에서는 계층화된 공급사슬 리스크의 요인을 AHP
의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물류센터와 외주업체에 적용해 각각의 중요도를 알
아보았다.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본 연
구가 가지는 시사점을 검토한다.또한 이를 통해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
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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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제제제 절절절 의의의 개개개요요요

1.SCM의 개념
최근 SCM에 대한 관심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SCM은 공급체인관리 또

는 공급연쇄관리라고 번역되며 부품,원료 등의 구매 및 조달뿐 아니라 제조,
보관 및 운송,유통 및 판매까지 포함한 가치사슬(ValueChain)전체에 대해
통합적인 합리화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공급체인은 부품 및 원료 또는 기자
재 외주업체,제조 및 조립 업체,운송 및 보관 업체,유통 및 판매 업체,소비
자 간의 물류,정보,자금의 흐름과 상호작용 프로세스를 통칭한다.SCM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2-1>SCM의 구조

1960년대 초기 SCM은 공급망의 개별 기능을 최적화 하는데 집중되어 있
었지만,SCM의 범위는 점차 확장되었고,1990년대부터 ERP,MRP와 같은 기
업 내 자원 관리 솔루션 도입이 확산되면서 사내외 정보의 통합 개념으로서의
SCM이 주목 받게 되었다.1990년대 중후반 이후 인터넷의 빠른 보급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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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공급자,제조사,판매자,고객간의 협업을 강화한
SCM 솔루션들이 개발되고 있다.
SCM에서는 모든 업무를 다른 기업과 연계해 재설계하고 기업에서 협력회

사의 역량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제조․유
통을 묶어 최종소비자에게 주는 가치와 만족을 극대화 하려는 노력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이러한 SCM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1>과 같이
나타난다.

<표 2-1>SCM 주요 기능

주주주요요요기기기능능능 세세세부부부기기기능능능 설설설명명명

계획 수요-공급
계획

공급업체의 생산 능력 및 부품의 사정,전체 수요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년․월간 생산 계획 수립 및 조정
(현 재고,판매,능력,장기 생산능력 검토),제품 기획
및 관리(수명,수급조절)

조달 부품수배
부품조달

수배,검사,보관,인수,공급 업체의 생산능력,부품의
품질,공장 내 조달,대금 지불

제조 생산
생산지원

부품의 발주 및 출하,시제품관리,포장 및 부품 수불,
설계변경,생산 현황 파악,세부 생산 스케줄링,설비관
리,품질관리

수주/출하
수주관리
창고관리

운송 및 보관
물류지원

수주압력/수주배정,고객관리,제품관리,대금관리,고
객별 출하(포장포함),제품 출하(포장포함),운송,배차,
보관,통관,물류업무관련(관련 업체간 제반 규정 및 원
칙작성,물품 품질관리)

Source: Supply Chain Council, 1998

이전 연구에서 정의된 SCM의 개념은 바라보는 시각과 범위에 따라 다양
하게 표현된다.ThomasandGriffin(1996)은 SCM에 대한 개념을 원재료부터
고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공급사슬이라고 하며,각 부문들 사이의 물
류,정보,자금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여 공급사슬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전략이라고 정의하였다.Peter(1998)는 SCM은 원자재를 조달해서 생산하여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세스 지향적이고 통합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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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SCM은 공급자,제조자,물류센터,고객 등의 물리적인 관계와

서비스,정보,현금 등의 논리적인 관계를 통합하여 정보흐름,자재흐름,현금
흐름의 과정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이와 더불어 설계․제조와 공급
자․고객 사이의 통신,제어,제품,프로세스 혁신,물류효율증대,재고감축,
정시배송,고객만족,비용감축,생산성 증대와 같은 효율적인 공급활동의 방법
으로 설명될 수 있다.

2.SCM의 현황
SCM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2>에서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표 2-2>국내외 SCM 구현현황

구구구분분분 국국국내내내 국국국외외외(((미미미국국국)))

진행정도

Supply-Chain 일부분에 국
한되어 시행하고 있음
유통․제조업 중심으로 일부
대기업에 편중

총체적인 Supply-Chain관리
대부분의 산업에 절반이상의
기업이 도입하고 있음

기업의관심사항 기업내부의 효율화 중심 고객중심 및 고객만족 중심
기업간 제휴
환경

독립정보망 구축하고 있고
폐쇄적임

공동정보망 구축하고 있고
개방적임

표준화 SCM 표준부재
물류표준코드 및 시스템의 미비

SCOR같은 SCM 표준확립
물류코드 및 시스템의 표준확립

Source: Supply Chain Council. 2001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SCM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학계 및 기업에서 활
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위의 <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
서는 국외에 비해 아직까지 ERP(EnterpriseResourcePlan)같은 기술적용에
대한 Know-how,마케팅 능력이 앞선 국외제품이 시장잠식과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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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ERP업체는 시장동향과 국외 제품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국제 표준에
맞는 체계적인 설계와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3.물류센터의 기능
물류센터는 공급체인 상에서 제조업체와 고객 사이에서 공급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물류센터는 기존의 창고에서 확대된 개념으로 단순한 물품
의 보관기능 뿐 아니라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작업이 행하여
지는 곳이다.예를 들면 제품의 포장이나 조립 혹은 라벨작업이나 제품 분
배․집하작업 등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2-2>은 공급사슬상
에서 물류센터의 구조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그림 2-2>물류센터의 구조

물류센터는 물류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단순한 보관기능을 떠나 제품의
조립,가공,포장 등의 부가가치의 기능을 수행한다.또한 배후 소비지에 대한
상류기능도 제공함으로써 공급체인 가치사슬상의 기업에 적극적인 유인을 제
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이와 같이 물류센터는 공급사슬상에서 물류
의 기능과 상류의 기능,계획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이 기능들에 대해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물류의 기능을 살펴보면,첫째로 특정 혹은 불특정 하주를 대상으로

일정 지역 내의 화물을 집하,분류하여 최종수요지까지 배송하는 중계기능을
갖는다.둘째로 구입한 원재료 및 반제품을 분류,보관하는 보관기능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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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셋째로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조립 또는 가공
하는 기능을 갖는다.이는 제조의 일부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연기
(Postponement)에 대한 물류 의사결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됨에 따라 부
가가치 물류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넷째로 산업포장을 제외한 제품의
유통이나 수송 효율의 제고를 위한 포장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두 번째로 상류의 기능을 살펴보면,첫째로 상품을 최종소비자 또는 중간

상인에게 매매하는 판매기능을 갖는다.판매 공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물
류센터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다.둘째로 판매할 상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잠재적 소비자에게 직접 보여 줌으로써 수요욕구를 증진시
키는 전시기능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계획의 기능으로는 공동물류센터의 운영효율화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급체인상의 기업에게 제공하고,물류서비스의 최적 해
를 제시․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물류센터의 형태로 구분해 보면 재고형 물류센터(Distribution

Center:DC)와 통과형 물류센터(TransferCenter:TC)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재고형 물류센터는 물류센터 창고내의 재고관리,입출고 관리에 관한
업무를 중심으로 유통가공이나 창고 내 작업,배송업무에 관해 집중 관리하
여 전체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형태의 물류센터이다.이에 비해 통과형 물류
센터는 복수 화물의 집약과 재고를 합쳐 크로스 도킹(CrossDocking)하여
일괄 배송하는 형태의 물류센터이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그
림 2-3>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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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보건복지부, “의약품 물류센터 설립계획”. 1998

<그림 2-3>물류부문의 아웃소싱

특히 물류센터는 공급사슬상에서의 주된 기능은 TPL(Third-Party
Logistics)기능이다.물류센터의 TPL자세한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LM1)에서는 TPL은 물류경로 상에서의 대행업체를 의미하며,화주와 단일
혹은 복수의 제 3자간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용으로 서비스를 상호 합의
함에 수행하는 과정을 TPL또는 계약물류(ContractLogistics)라고 정의하
고 있다.간단하게 말하면,TPL이란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물류의 기
능을 외부 물류서비스 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류센터가 가지는 3PL서비스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고

전적인 아웃소싱의 기능,진보된 서비스의 기능,통합서비스의 기능 이렇게 3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로 고전적인 아웃소싱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
면 창고 및 하역관리,수송업무,인력지원,납품 문서화,고객 문서화와 같은
세부사항이 있다.둘째로 진보된 서비스의 기능에서는 Pickandpack,반품처
리,재고 조사 및 관리,Labeling과 같은 세부사항으로 나타난다.다음 세 번
째로 통합서비스의 기능은 주문 프로세스 관리,주문계획,시스템/IT지원,매

1) 미국의 물류관리협회(Council of Logistic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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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송장 관리,수수료 정산 및 수금관리,물류컨설팅,국제물류/도매물류,화물
추적정보 제공,물동량 계획 및 스케줄 링과 같은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과 형태로 존재하는 물류센터에 대해서 공급

사슬 리스크를 적용해 봄으로써 물류센터 측면에서 인지하는 공급사슬 리스
크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요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제제제 절절절 공공공급급급사사사슬슬슬 리리리스스스크크크의의의 개개개요요요

1.공급사슬 리스크의 정의
앞장에서 언급한 공급사슬관리는 수요-공급사이의 균형,수요예측,사이클

타임개선,고객 관리와 같은 프로세스를 실행함으로써 재화의 제조부터 고객
에게 도달하는 전 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가치사슬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감소와 효율적인 물류관리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각 가치사슬 간 가치 활동 효율성의 목적을 가진 공급사슬상에서 각
가치사슬 간에 통제․관리할 수 없는 불확실한 현상이 나타난다.예를 들면,
앨버커키2)란 도시에서 발생한 벼락으로 인해 N.V.RoyalPhilips전력회사가
소유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마이크로칩 손
실을 발생시켰다.이 마이크로 칩의 손실로 인해 마이크로 칩을 사용하는 모
바일 회사인 노키아와 더불어 노키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까지 큰 손해를 입
었다(SunilChopra,2004).
이전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관해 공급사슬 리스크(SupplyChainRisk:

SCR)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급사슬 리스크의 개념은 다음의 <그림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미국 뉴멕시코 주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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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공급사슬 리스크(SCR)개념

<그림 2-4>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급사슬 리스크의 개념을 간단하게 말하
면,공급사슬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적 흐름의 단절,정보흐름의 단절,예측
의 단절과 같은 현상을 말한다.

2.SCRM의 개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급사슬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절현상 즉,공급

사슬 리스크가 공급사슬상에서 점점 드러나게 됨에 따라 다른 개념의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이를 공급사슬 리스크 관리 즉,SCRM(SupplyChainRisk
Management)이라고 한다.
최근 SCRM의 동향은 글로벌화,아웃소싱의 증가,수요고객의 증가,전자

상거래와 ICT(InformationCommunicationTechnology)의 의존도 증가,안전
한 공급사슬과 같은 이유로 점점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Deloitte3)는 SCRM의 중요성과 SCRM의 절차에 관해 다음의 <그림 2-5>

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3) 미국 5대 회계․컨설팅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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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eloitte (2004)

<그림 2-5>TheSupplyChainRiskManagementProcess

<그림 2-5>는 공급자와 기업,기업과 고객의 관계에서 모니터링하고 공급
사슬 리스크의 인식을 통해 SCRM의 전략을 세운다.이는 다시 공급자와 고
객에게 피드백(Feedback)되는 SCRM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급사슬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다.반면 공급사슬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공급사슬상에서 예상할 수 없는 리
스크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대처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제제제 절절절 공공공급급급사사사슬슬슬 리리리스스스크크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기기기존존존 연연연구구구

1.공급사슬 리스크의 이전연구
공급사슬 리스크에 대한 이전 연구는 여러 관점에서 많이 이루어 졌지만

공급사슬 리스크의 범위의 모호함과 정량적인 데이터 측정의 불가능 때문에
연구의 관점에 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 내리고 있다.SteelandCourt(1996)는
수요-공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손실을 공급사슬 리스크라고 정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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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idisin(2002)은 공급사슬상에서 각각의 공급자들로부터의 실수 혹은 고객의
수요와 접하는 구매기업의 실수와 관련된 잠재적인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또한 Kraljic(1983)은 공급시장의 독․과점상태와 기술의 변화,물류비용,
복잡성등과 같은 현상을 공급사슬 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의하였
다.
이에 공급사슬 리스크에 대한 이전 연구들의 연구내용과 연구관점을 살펴

보면 다음의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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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이전연구의 연구내용과 연구관점

연연연구구구자자자 연연연구구구 내내내용용용 연연연구구구 관관관점점점

Christine
Harlandetal.
(2002)

공급 사슬에서 전반적인 리스크의
형태와 리스크의 손실을 줄이기 위
한 전략적인 도구에 관한 연구

기업의 운영․관리상
발생 가능한 리스크의
관점,관리도구의 필
요성 강조

GeorgeA.
Zsidisin
(2003)

경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사
슬 리스크의 인지도에 영향을 주는 요
소와 공급사슬 리스크의 원인에 대해
서 등급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연구

기업의 공급사슬 리
스크 인지도의 중요
성 강조

SunilChopra&
ManMohan
S.Sodhi
(2004)

공급사슬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요
인의 영역과 관리현황에 관한 이해
와 리스크에 관한 지식의 보강과 기
업이 해야 하는 효율적인 완화전략
선택에 관한 연구

공급사슬 리스크의
요인에 대한 이해와
완화전략의 필요성
강조

JukkaHallikas
etal.
(2004)

공급자 사슬에서 기업이 가지는
라스크의 관리 과정의 구조와 현재
리스크의 관리 방법에 관한 연구

공급사슬 리스크의 관
리를 사슬(Network)의
관점에서 연구

PeterFinch
(2004)

중소기업에 의해서 드러나는 대기
업의 리스크의 증가에 관한 문제점을
공급사슬상에서 찾고 정보시스템(IS)
과 SCM과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

SCM의 정보시스템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관리 중요
성 강조

본 연구에서는 이전연구들에 대하여 기업 측면에서의 리스크와 공급사슬
측면에서의 리스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업 측면의 리스크는 기업의 운영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리스크로 정

의했다.기업 측면의 리스크는 기업의 재무나 회계,재정과 같은 요소 즉 기업
의 손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또한 공급사슬 측면의 리
스크는 공급사슬상에서 나타나는 리스크로 정의했다.즉 공급사슬 상에서 나
타나는 운송,재고,정보와 관련된 리스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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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CRM을 위한 접근방법

2.1기업차원의 접근
PeterFinch(2004)는 문헌과 사례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에 의해서 드러나는

대기업에 대한 공급사슬상 리스크의 증가를 공급사슬상 위치를 찾고 이 리스
크가 정보시스템(InformationSystem:IS)과 SCM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를
했다.PeterFinch(2004)는 중소기업의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공급사슬 리스크
를 3단계로 나누어 리스크의 형태와 사례를 연구했다.이 연구는 중소기업에
의해 표출되는 대기업의 리스크를 정보시스템의 측면에서 찾아봄으로써 리스
크의 관리와 평가가 나타내는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리스크의 발생단계를 적용단계,조직단계,내부-조직단계

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적용단계는 기업의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
크에 관한 것이고,조직단계에서는 기업의 직무적인 측면과 관련된 리스크에
관한 것이고,내부-조직 단계에서는 내부조직과 관련된 리스크에 관한 것이
다.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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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IS(InformationSystem)환경과 리스크

IIISSSEEEnnnvvviiirrrooonnnmmmeeennnttt TTTyyypppeeeooofffIIISSSRRRiiissskkk EEExxxaaammmpppllleeesssooofff
IIISSSrrriiissskkk

Application level:
내․외부요인으로부터
의기술적인리스크혹
은적용의수행실수

자연재해:홍수,폭풍․벼락,질병․유행병 홍수
Accidents:화재,불안전한 설계,구성되었거나 구성중
인시스템,건물,정책과진행(humanerror) 인간과오

고의적인물리활동:sabotage,도둑질,야만적인행위,테러,사기 테러
자료정보안보리스크:해커,바이러스,접근의부정과파괴 정보 안보
관리관점:의사결정과인적자원에대한성공적인계획과기술의
습득과유지 기술의 습득과 유지

Organizationallevel:
모든직무적인측면을
통한IS의전략으로부
터의리스크

법률적 리스크:위반,지적 재산 지적 재산/자본
전략적인의사결정:
-경쟁자의활동
-전략그리고지속가능성.투자의부족과경쟁적인이득의유지
-증가된거래능력-공급자들과수요자

전략 재조직

Inter-organizational
level:내부조직과 연
관된리스크

결점혹은무능의통제:공급자혹은수요자의시스템,정
책과진행

전략동맹으로부터의
리스크

Source: Bandyopadhyay et al. (2004)

위의 <표 2-4>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시스템의 환경에 대해 형태별로 리
스크를 분류하고 각 형태별로 최우량사례를 통해 리스크의 관리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ChristineHarlandetal.(2002)은 문헌연구를 통해 공급사슬상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형태를 정의하고 공급사슬의 전반적인 환경에서
리스크에 의한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도구가 필요하다고 주
장하고 있다.이 연구에서는 공급사슬 상에서 리스크가 발생되는 이유를 제품
의 복잡성,아웃소싱,글로벌화,전자상거래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ChristineHarlandetal.(2002)의 연구는 재정적인 손
실과 진행과정에서 오는 손실,물적 손실,심리적인 손실,사회적인 손실,시간
손실과 같은 공급사슬 측면에서 발생되는 손해와 손실을 리스크로 간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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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다음의 <표 2-5>는 문헌연구를 토대로 정의된 리스크를 나열하
고 있다.

<표 2-5>공급사슬 리스크의 형태

TTTyyypppeeeooofffrrriiissskkk SSSooouuurrrccceee DDDeeessscccrrriiippptttiiiooonnn
StrategyRisk Simons(1999) 기업전략 시행할 때 나타나는 Risk

OperationRisk
Meulbrook(2000) 기업의 생산에 관한 내부능력과 공급 재화/서비스
Simons(1999) 제조혹은처리능력,중추운영에서붕괴의결과로부터의결과

SupplyRisk
Meulbrook(2000) 운영을가능하게하는자원의형태의내부적인흐름에반대로영향을줌
Smallman(1996) 인간 기술과 조직 Risk를 계층화함

CustumerRisk Meulbrook(2000) 상품/시장 Risk에서 생산품의 노화와 같은 요인과 함
께 그룹화된 고객 상황의 가능성에 영향을 줌

Asset impairment
Risk Simons(1999) 소득이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산 효율의 감소

CompetitiveRisk Simons(1999) 상품/서비스에대해서경쟁자와다른기업의능력이영향을줌

ReputationRisk Schwatz&
Gibb(1999) 신용이 떨어짐으로써 침식되는 기업의 가치

FinancialRisk Meulbrook(2000) 재정시장에서변화를통해기업의잠재적인손실이드러남
FiscalRisk Meulbrook(2000) 과세율의 변화를 통해 일어남

RegulatoryRisk

Meulbrook(2000)
기업의 사업에 영향을 주는 법률의 변화로 드러남.
Smallman이 ‘우회 Risk’로 계층화함

Bowenet
al.(1998)

Smallman(1996)
LegalRisk Meulbrook(2000) 고객,공급자,주주혹은고용자들로부터기업에게일어날수있는소송

Source: Christine Harland, Richard Brenchley, Helen Walker (2002)

ChristineHarlandetal.(2002)은 이러한 리스크의 관리와 평가를 위해 공
급사슬 리스크 관리 도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의 <표 2-6>은 기업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내부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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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리스크로 구분 지었다.내부 리스크 요인은 전략․운영․공급․재정․자
산 감소․회계 리스크가 존재하고 기업외부 리스크 요인은 경쟁․평판․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ChristineHarlandetal.2002).

<표 2-6>기업운영과 관계된 리스크 요인

기기기업업업의의의 외외외부부부 리리리스스스크크크 요요요인인인 기기기업업업의의의 내내내부부부 리리리스스스크크크 요요요인인인

○ CompetitiveRisk
○ ReputationRisk
○ RegulatoryRisk

○ StrategyRisk
○ OperationRisk
○ SupplyRisk
○ AssetimpairmentRisk
○ FinancialRisk
○ FiscalRisk

Source: Christine Harland et al. 2002

다음의 <그림 2-6>은 공급사슬 도구를 이용한 관리 과정을 나타내고 있
다.

Source: Christine Harland, Richard Brenchley, Helen Walker 

(2002)

<그림 2-6>SupplyNetworkManagement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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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결과는 공급사슬 상에서 잠재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하는 리스크
를 공급사슬 리스크 도구를 이용해 평가하고 관리하는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2.2공급사슬차원의 접근
공급사슬 차원에서의 공급사슬 리스크관리에 대한 접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GeorgeA.Zsidisin(2003)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공급
사슬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사슬 리스크에 대한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공급사슬 리스크 인지도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했다.다음에 보는 <표
2-7>는 문헌연구를 통해 공급 사슬 리스크의 요인을 수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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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공급 사슬 리스크의 특성
공공공급급급사사사슬슬슬 리리리스스스크크크

요요요인인인 정정정의의의 및및및 설설설명명명 RRREEEFFFEEERRREEENNNCCCEEE

Capacityconstraints 일정시간동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제한 Lee, Padmanabhan,and
Whang(1997)

Costreductioncapabilities 동일 제품과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드는 비용 SteeleandCourt(1996)
Cycletime 공급자와 인수자와의 구매요구사이의 시간 Handfield(1993);Hult(1997)

Disasters 천재로 인하여 제조업자,공급자,고객 사이
에서 일어나는 손실

Baird and Thomas(1990);
Wangenaar(1992)

Environmental
performance

제품의 사용선택활동,제품디자인 방법,그
리고 방법개선

Dean and Brown(1995);
Walton, Handfield, and
Melnyk(1998)

Financialhealthof
suppliers 자금흐름의이익이고이는추세와재정인수인의존재 KrauseandHandfield(1999);

SteeleandCourt(1996)
Inbound
transportation 유통 하역 그리고 수송투입방법 Lee and Billington(1993);

Noordewieretal.(1990)
Informationsystem
compatibilityand
sophistication

공급자 운송 적시성,정확성,그리고 소비자
정보관계의 정보시스템 능력

Krause and Handfield(1999);
Leeetal.(1997)

Inventory
management

공급자 미숙한 제품관리능력,작업관리,그
리고 제품과 재고를 완성 KrauseandHandfield(1999)

Legalliabilities 법적인 강제 제약 및 위탁 관계된 제품의
사용,제품 및 서비스 ZsidisinandEllram(1999)

Managementvision 공급자 관리 자세와 시장예측능력과 산업변화 KrauseandHandfield(1999)
Marketpriceincrease 추세,현상,혹은 물가상승전개 SteeleandCourt(1996)
Numberofsuppliers 공급시장의 독과점유무 Kraljic(1983);SteeleandCourt(1996)
Process technological
change 새로운 생각의 빈도와 기술의 출현 RobertsonandGatignon(1998);

WalkerandWeber(1984)
Productdesign
change 제품기술변화의 예측불허 Noordewier et al.(1990);

Stump(1995)

Quality 특수화에 따르는 공급자의 능력 (공급자의 질

적인 문제)
Noordewieretal.(1990)

Shipmentquantity
inaccuracies 사실적 수요요구와 선적량 사이의 차이 SteeleandCourt(1996)

Supplyavailability 양질의 전략적인 제품의 유용성과 공급자의
재무적인 능력과 관계

Noordewier et al.(1990);
SteeleandCourt(1996)

Volumeandmix
requirementschange 불규칙한 수요량과 구성요소 형태 및 서비스 Noordewier et al.(1990);

WalkerandWeber(1984)

Source: George A. Zsidisin (2003)

GeorgeA.Zsidisin(2003)은 위의 <표 2-7>와 같이 이전연구를 통해 나타
난 공급사슬 리스크의 요인을 <그림 2-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집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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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성별로 아이템과 관련된 특성,시장과 관련된 특성,공급자와 관련된 특
성으로 나누었다.

Source: George A. Zsidisin (2003)

<그림 2-7>경영상 공급사슬 리스크 구조

그런 다음 7개의 다른 산업에 적용시켜봄으로서 수집된 요인에 대해 이들
산업이 느끼는 공급사슬 리스크 인지도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표 2-8>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산업에 적용된 요인에 대하여 인지도의 차이에 따라 높은
인지도를 주는 요인과 낮은 인지도를 주는 요인을 각각 나누어 등급화 시켰
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각각의 산업별로 인지하고 있는 공급 사슬 리스크

의 요인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둘째 어떤 요인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지에 대한 등급화가 이루어졌다.자세한 내용은 <표 2-8>에서
살펴볼 수 있다.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공급과 관련된 리스크의 인지의 중
요성이다.또한 이 연구에서는 마케팅,물류,운영,그리고 자원 관리,시장,그
리고 공급자 특성과 관련된 다른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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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공급사슬 리스크 세분화 특성 결과

HHHiiiggghhheeerrrPPPeeerrrccceeeiiivvveeedddRRRiiissskkk LLLooowwweeerrrPPPeeerrrccceeeiiivvveeedddRRRiiissskkk
Item Characteristics
Impactonprofitability 높은 영향 낮은 영향
Natureofproductapplication 신상품 기존 생산품
MarketCharacteristics

Globalsourcing 유동적인 비율,자연재해
지역

고정된 비율,자연재해로
부터 격리된 지역

Marketcapacityconstraints 제한된 공급자 시장 과잉 공급자 시장 수용능
력

Marketpriceincrease 불안정 고정 혹은 내려가는 가격
Numberofqualifiedsupplier 소수 다수
SupplierCharacteristics
Capacityconstraints 한정된 수용능력 수용능력 쿠션
Inabilitytoreducecost 적은 비용 감소 능력 높은 비용 감소 능력
Incompatibleinformationsystems부적합한 정보시스템 적합한 정보시스템
Qualityproblems 낮은 질의 수준 높은 질의 수준

Unpredictablecycletimes
고객요구와 만나는데 예
상할 수 없는 사이클 시
간

고객요구와 만나는데 예
상할 수 있는 사이클 시
간

Volumeandmixrequirementschanges 비탄력적인;낮은 용량/
높은 혼합

탄력적인;높은 용량/낮
은 혼합

Source: George A. Zsidisin (2003)

SunilChopra& ManMohanS.Sodhi(2004)의 연구에서는 공급사슬상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요인을 문헌연구를 통해 정의하고 이런 리스크를
‘what-if’시나리오를 통해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의 <표 2-9>은 문헌연구를 통해 수집된 공급사슬 리스크의 요인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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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리스크의 형태와 설명

TTTyyypppeeeooofffRRRiiissskkk DDDeeessscccrrriiippptttiiiooonnn
Disruption 자연재해,노동쟁의,공급자 파산,전쟁과 테러
Delay 공급의 원인적인 면에서 높은 수용능력 효율,비융통성,낮은 질․

소득(supplier'splant)
Systems 정보기초구조붕괴,시스템통합혹은넓은시스템네트워킹,E-commerce
Forecast 긴리드타임,계절,제품다양성,짧은라이프사이클에대한부정확한예측과“황소채찍효과”혹

은정보왜곡으로인한판촉,인센티브,공급사슬의가시성부족과제품부족에서수요의과장
Intellectual
Property 공급사슬의 수직적 통합,국제 아웃소싱과 시장

Procurement 환율 Risk,단독자원으로부터 획득된 원료 혹은 주 구성성분의 비율,산업
측면에서 능력의 효율,장기간 vs단기간 계약

Receivables 고객의 수,고객의 재정 능력
Inventory 제품노화의비율,재고유지비용,제품의가치,수요와공급의불확실성
Capacity 수용능력의 비용,수용능력의 유용성

Source: Sunil Chopra & ManMohan S.Sodhi(2004)

위의 <표 2-9>을 바탕으로 공급사슬 리스크에 관한 완화전략을 다음의
<표 2-10>에서 제시하고 있다.

<표 2-10>Mitigationapproachandtailoredstrategies

MMMiiitttiiigggaaatttiiiooonnnaaapppppprrroooaaaccchhh TTTaaaiiilllooorrreeedddSSStttrrraaattteeegggiiieeesss
IncreaseCapacity 예상수요에 대한 수용능력의 분산화와 저비용 초점

예상할 수 없는 수요에 대한 수용능력의 집중

AcquireRedundantSuppliers 높은-볼륨 제품에 대한 잉여 공급과 낮은-볼륨 제품에 대
한 저-잉여공급의 선호

IncreaseResponsiveness 생필품에 대한 과민비용 선호
IncreaseInventory 저 가치제품에 대한 재고의 분산화
IncreaseFlexibility 예상 가능한 높은-볼륨 제품 과다한 유연성 비용 혜택
PoolorAggregateDemand 예상할 수 없는 증가와 같은 집합의 증가
IncreaseCapability 높은 가치,높은 리스크 제품에 대한 과비용의 수용능력 선호

Source: Sunil Chopra & ManMohan S.Sodhi(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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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조직관점에서 공급사슬 상에서 발생되는 리스크
의 이해를 통해 그 리스크의 관리자들이 완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 방
법을 제시하고 있다.
JukkaHallikasetal.(2004)는 공급사슬 상에서 공급자와 제조업자사이에
서 나타나는 리스크 관리와 관리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이
연구에서는 리스크 관리 과정을 (1)리스크의 인지,(2)리스크의 평가 (3)
리스크 관리 도구와 결정 (4)리스크 감시와 같이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아래의 <그림 2-8>는 이 연구에서 언급된 공급사슬 운영환경에서 리
스크관리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Source: Jukka Hallikas et al.(2004)

<그림 2-8>공급사슬 환경에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JukkaHallikasetal.(2004)은 연구의 두 가지의 결과를 제안한다.첫째,리
스크의 관점은 수요문제,운송자 문제,가격과 비용관리,자원의 빈약성 이렇
게 4개의 그룹으로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둘째,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부분의 두 파트너 사이에서 상호감시와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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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및및및 조조조사사사방방방법법법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모형을 살펴보고,이전
연구에서 조사된 리스크와 관련된 요인들 중에서 공급사슬 리스크와 관련된
요인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1.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모형은 우선,리스크와 관련된 기존연구를 수집

하여 공급사슬과 관련된 리스크의 요인으로 분류했다.분류․통합된 요인을
전문가의 면담에 의해 물류센터와 외주업체의 관점에서의 공급사슬 리스크
요인으로 재분류하였다.마지막으로 분류된 요인을 이용해 물류센터와 외주
업체의 설문을 실시하였다.이를 AHP기법으로 물류업체와 외주업체간 공급
사슬 리스크에 대한 인식의 중요도를 측정했다.본 연구의 전반적인 연구의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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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연구 모형

2.연구의 범위
앞서 언급된 것처럼,<그림 2-4>에서와 같이 공급사슬사이에는 많은 기업

이 얽혀 위치한다.또한 이들 기업간에 발생하는 리스크는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그림 3-2>와 같이 공급사슬 상의 대
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외주업체와 물류센터,물류센터와 고객 사이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조사하는데 범위를 제한하였다.또한 이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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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가운데 공급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리스크 요인
에 대한 인식과 중요도를 조사하는데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본 연구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3-2>와 같다.

제제제 절절절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및및및 조조조사사사방방방법법법

1.자료수집

1.1리스크 요인의 체크리스트
본 연구에서 쓰이는 연구 자료로는 기존의 공급사슬 리스크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바탕이 되었다.이에 기존 연구의 공급사슬 리스크의 요인들을 조사
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이 체크리스트는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상세하
게 작성되었다.체크리스트만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
지고 있지만 리스크를 인지하기 위한 단계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
다.이에 작성된 체크리스트는 다음의 <표 3-1>과 같다.

<그림 3-2>연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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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기존 연구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체크리스트

RRRiiissskkkFFFaaaccctttooorrr

WWWrrriiittteeerrr

KKKrrraaallljjjiiiccc
(((111999888333)))

WWWaaalllkkkeeerrr
aaannnddd
WWWeeebbbeeerrr
(((111999888444)))

NNNoooooorrrdddeee
wwwiiieeerrreeettt
aaalll...
(((111999999000)))

BBBaaaiiirrrddd
aaannnddd

TTThhhooommmaaasss
(((111999999000)))

LLLeeeeeeaaannnddd
BBBiiilllllliiinnngggtttooo
nnn

(((111999999333)))

HHHaaannndddfffiiieeelll
ddd

(((111999999333)))
MMMiiitttccchhheeellllll
(((111999999555)))

SSStttuuummmppp
(((111999999555)))

DDDeeeaaannn
aaannnddd
BBBrrrooowwwnnn
(((111999999555)))

SSSttteeeeeellleee
aaannnddd
CCCooouuurrrttt
(((111999999666)))

sssmmmaaallllllmmmaaa
nnn

(((111999999666)))

LLLeeeeee,,,
PPPaaadddmmmaaannn
aaabbbhhhaaannn,,,aaa
nnnddd

WWWhhhaaannnggg
(((111999999777)))

HHHuuulllttt
(((111999999777)))

bbbooowwweeennn
eeetttaaalll...
(((111999999888)))

RRRooobbbeeerrrtttsssooo
nnnaaannnddd
GGGaaatttiiigggnnnooo
nnn

(((111999999888)))

SSSiiimmmooonnnsss
(((111999999999)))

ZZZsssiiidddiiisssiiinnn
aaannnddd
EEEllllllrrraaammm
(((111999999999)))

KKKrrraaauuussseee
aaannnddd

HHHaaannndddfffiiieeelll
ddd

(((111999999999)))

MMMeeeuuulllbbbrrr
ooooookkk
(((222000000000)))

SSSuuunnniiilll
CCChhhoooppprrraaa
&&&

MMMaaannnMMMooo
hhhaaannn

SSS...SSSooodddhhhiii
(((222000000444)))

Delays √ √ √ √
Numberofavailablesuppliers √ √ √
Supplyavailability √ √
Quality √
Inventory √
Capacity) √
Inventorymanagement) √ √
Volumeandmixrequirement
change) √ √
Disruption) √
Intellectualproperty)
Environmentalperformance) √
Marketpriceincreases √ √
Processtechnologicalchanges) √ √ √
Productdesignchanges √ √
Receivables √ √
System √
Informationsystem compatibility
andsophistic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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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urement √
Cycletime √ √
Inboundtransportation √ √
Costreductioncapabilities) √
Financialhealthofsupplier √ √
Forecast √ √
Shipmentquantityinaccuracies √
Managementvision √
Capacityconstraints √
Strategicrisk √
Operationsrisk √ √
Supplyrisk √ √
Customerrisk √
Assetimpairment √
Competitiverisk √
Reputationrisk
Financialrisk) √
Fiscalrisk √
Regulatoryrisk √ √ √
Legalrisk √
Disas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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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의 리스크 요인 체크리스트에서 각 연구에서 나타난 요인들의 개
념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2>와 같다.

<표 3-2>기존 연구 리스크 요인의 개념
공공공급급급사사사슬슬슬 리리리스스스크크크 요요요인인인 개개개념념념
Delays 재화의 흐름에서 수요의 변화에 응답하지 못할 때 발생
Numberofavailablesuppliers 공급시장의 독과점 유무 상태
Supplyavailability 제품의 유용성과 공급자의 재무적인 능력과 관계
Quality 특수화에 따른 공급자의 능력(공급자의 질적인 문제)
Inventory 재고 유지비용,제품의 가치,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
Capacity 수용능력의 비용(건물의 수용능력 초과),수용능력의 융통성(worker의 융통성)
Inventorymanagement 미숙한 재고 관리 능력,작업관리,제품과 재고를 완성
Volumeandmixrequirementchange 구성요소 혹은 서비스에 대한 형태와 양에서 수요 변동
Disruption 자연재해,노동쟁의,공급자 파산,전쟁과 테러
Intellectualproperty 공급사슬의 수직적인 통합,국제아웃소싱과 시장
Environmentalperformance 시용된 제품의 선택 활동,제품디자인 절차,활용방법
Marketpriceincreases 시장의 추세,현상 혹은 물가상승전개
Processtechnologicalchanges 새로운 생각의 빈도와 최신 기술
Productdesignchanges 예측할 수 없는 제품기술변화
Receivables 고객의 수,고객의 재정 능력(기업의 신용도 높은 고객 여과)
System 정보기초구조 붕괴,시스템의 통합,E-commerce
Informationsystemcompatibility
andsophistication 공급자 운송적시성,정확성
Procurement 국제적조달에서오는환율Risk,산업측면에서수용능력의효용
Cycletime 공급자의 구매요구와 수취사이의 시간(황소채찍효과로부터 오는 수취시간)
Inboundtransportation 유통,하역과 수송방법
Costreductioncapabilities 동일 제품 혹은 서비스의 비용 절감 활동
Financialhealthofsupplier 자금흐름에서 수익성 추세와 재정적인 개런티의 존재
Forecast 리드타임,계절,제품의 다양성과 같은 부정확한 예측 그리고 황소채찍효과

혹은 정보왜곡에 인한 판촉(기업의 실제 수요와 계획사이가 맞지 않을 때)
Shipmentquantityinaccuracies 실질적인 수요요구와 선적된 수량의 차이
Managementvision 공급자 관리 자세와 시장예측능력과 산업변화
Capacityconstraints 일정시간동안 생산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제한
Strategicrisk 기업전략 시행 할 때 나타나는 Risk
Operationsrisk 제조 혹은 처리 능력,중추운영에서 붕괴의 결과로부터의 결과
Supplyrisk 공급의 흐름에서 역영향
Customerrisk 고객과 제품과 관련된 리스크
Assetimpairment 기업의 자산 효율과 관련된 리스크
Competitiverisk 경쟁업체와의 관계
Reputationrisk 기업의 신용과 가치에 따른 제약
Financialrisk 공급자의 재정적인 능력과 관련된 잠재적인 손실
Fiscalrisk 과세율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제약
Regulatoryrisk 공급자와 고객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소송에 관한 제약
Legalrisk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법적인 제약
Disaster 천재로 인하여 제조업자,공급자,고객 사이에서 일어나는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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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2>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연구에서 수집된 리스크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많은 요인들이 존재한다.이들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면 의미상
같거나,서로 다른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조정할 필요
가 있다.이는 여태껏 공급사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평
가요인이나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특성상 표준화된 평가요인이나 기준을 만
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연구자들이 제시한 리스크 요인을 1차로 모두 나열해 본 후,이를 다시 전문
가 혹은 실무종사자와 일대일 면담을 통해 통합하는 과정을 실시하였다.
우선 기존 연구자들이 연구한 리스크 요인은 위의 <표 3-2>에서 살펴보았

다.이를 다시 전문가 혹은 실무종사자와 일대일 면담을 통해 통합․조정하면
다음의 <표 3-3>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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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전문가 면담 후 공급사슬 관련 리스크 요인 리스트

공공공급급급사사사슬슬슬 리리리스스스크크크 요요요인인인 개개개념념념
지연 (Delay)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운송방법 (TransportationMethod) 운송과 관련한 유통방법에서 오는 리스크
수용능력 (Capacity) 건물의 수용능력 혹은 Worker의 융통성
재고관리 (InventoryManagement) 재고관리의 능력
사이클 시간 (CycleTime) 공급자의 구매요구에서 수취사이의 시간
선적량의불확실(ShipmentQuantityInaccuracies)요구와 실질적인 수요와 선적량의 차이

자연재해 (Disaster) 천재로 인한 제조업자,공급자,고객 사이에
서 일어나는 손실

정보시스템의 적합성과 부적합성
(Information System Compatibility &
Sophistication)

정보시스템의 유용성과 중요성

시장 물가상승 (MarketPriceIncrease) 시장의 추세 혹은 제품의 가격 변화
기술변화와 진보 (ProcessTechnological) 최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변화
제품의 디자인(설계)변화
(ProductDesignChange) 제품과 관련된 기술의 변화

지적재산권: 소유권에 대한 환경
(IntellectualProperty) 공급사슬상 각 가치사슬의 수직적인 통합

언론 혹은 정책 (SpeechorPolicy) 언론이나 정책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고객의 변화
공급자의 능력제한 (CapacityConstraints)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제한
공급자의 유용성 (SupplierAvailability) 공급자의 재정적인 능력 혹은 수준

1.2리스크 요인의 분류체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리스크 요인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에는 리스크 관리

의 관점과 특성에 따라서 많은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사실,공급사슬 리스크
요인의 특성상 리스크의 요인을 분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지 모
른다.이는 리스크의 요인에 대한 범위의 모호함과 정량적인 데이터 측정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공급사슬 리스크를 관리하
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요인에 대한 어떤 형태든 리스크 분류체계가 수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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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적절한 리스크 분석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이에 리스크를 분류하기 위
한 기본적인 틀을 설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이것은 리스크를 인지하는
데 첫 단계이며,차후의 리스크 관리의 기본적인 자료로서의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손동기,2003).
본 연구에서 쓰이는 리스크 요인의 분류체계는 GeorgeA.Zsidisin(2003)과

SunilChopra&ManMohanS.Sodhi(2004)의 분류체계를 기본으로 전문가 혹
은 실무종사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표 3-3>과 같이 공급사슬 관련 리스크
요인을 나타내었다.그런 다음 <표 3-4>와 같이 6개의 영역으로 각 요인들에
관해 통합․분류하였다.6개의 영역을 살펴보면 운송관련 리스크(Transport
Risk),재고관련 리스크(InventoryRisk),예측관련 리스크(ForecastRisk),정
보관련 리스크(InformationRisk),시장관련 리스크(MarketRisk),공급자관련
리스크(SupplierRisk)와 같이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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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공급사슬 리스크 요인 분류

공공공급급급사사사슬슬슬 리리리스스스크크크 요요요인인인 설설설명명명

운송
지연 (Delay)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운송방법 (TransportationMethod) 운송과 관련한 유통방법에서 오는 리스크

재고
수용능력 (Capacity) 건물의 수용능력 혹은 Worker의 융통성
재고관리 (InventoryManagement) 재고관리의 능력

예측

사이클 시간 (CycleTime) 공급자의 구매요구에서 수취사이의 시간
선적량의 불확실
(ShipmentQuantityInaccuracies)

요구되는 수요와 실질적인 수요 사이
에서 선적량의 차이

자연재해 (Disaster) 천재로 인한 제조업자,공급자,고객
사이에서 일어나는 손실

정보
정보시스템의 적합성과 부적합성
(Information System Compatibility &
Sophistication)

정보시스템의 유용성과 중요성

시장

시장 물가상승 (MarketPriceIncrease)시장의 추세 혹은 제품의 가격 변화
기술변화와 진보 (ProcessTechnological) 최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변화
제품의 디자인(설계)변화
(ProductDesignChange) 제품과 관련된 기술의 변화

지적재산권: 소유권에 대한 환경
(IntellectualProperty) 공급사슬상 각 가치사슬의 수직적인 통합

언론 혹은 정책 (SpeechorPolicy) 언론이나 매스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고객의 변화

공급자
공급자의 능력제한(CapacityConstraints)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제한
공급자의 유용성 (SupplierAvailability) 공급자의 재정적인 능력 혹은 수준

위의 <표 3-4>에서 나타난 리스크 분류에 대한 각 영역별 특성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 운송관련 리스크 :운송 중 생기는 위험요인,즉 제품의 지연(Delay)도
착이나 운송 중 제품 파손과 같은 운송방법과 관련한 유통,하역,수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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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리스크로 분류하였다.
㉡ 재고관련 리스크 :제품의 핸들링(Picking)중 파손,유통기한 오류(유통
기한이 지난제품)와 관련된 리스크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 예측관련 리스크 :수요와 관련한 불확실성(황소채찍효과)과 자연재해
와 같이 예측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 정보관련 리스크 :발주관련 오류(발주서류관련 오류),주문입력오류,중
복발주오류,임의발주로 인한 인수거부와 같은 정보의 적합성과 부적합
성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 시장관련 리스크 :시장의 물가상승(단가에 따른 매점),생산자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재고 부족,원료부족으로 인한 생산미달,소비자의 불만
과 같이 공급사슬시장과 관련한 리스크의 요인을 분류하였다.

㉥ 공급자관련 리스크 :위탁사의 파산․부도,결품(공급자의 생산능력부
족),제품의 하자(제품의 변질)와 같은 공급자의 질적인 문제나 재정적
인 문제와 관련지어 리스크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1.3실무에서 발생하는 공급사슬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전문가 및 실무종사자들의 면담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분류된 6개의 요인중

물류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리스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운송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제품의 지연도착이나

운송 중 나타나는 제품의 파손 등이 존재한다.이는 물류센터에서 출발하는
제품 혹은 제조업체에서 출발하는 제품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급체인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급사슬 리스크이다.재고와 관련된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면 물류센터 내에서의 제품의 핸들링 중에서 오는 제품파손,피
킹과 관련된 제품 파손,유통기한과 관련된 출고 날짜가 미뤄지는 오류 등이
존재한다.다음으로 정보와 관련한 리스크의 요인으로는 발주와 관련된 리스
크(발주서류오류,주문입력오류,중복발주오류,임의 발주로 인한 인수거부)가
존재한다.시장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으로는 시장물가의 상승에서 오는 매점,
원료부족에서 오는 생산미달,소비자의 불만족과 같은 요인들이 존재한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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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공급자와 관련된 리스크 요인으로는 외주업체의 파산․부도,공급
자의 생산능력부족,제품의 하자나 변질과 같은 요인들이 존재한다.추가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언론이나 매스컴에 의해 나타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그 예로는 쓰레기 만두 파동이나 음료 독극물 파동과 같은 것들로
들 수 있다.이로 인해 물류센터에서는 재고의 회전율 감소,각 매장의 판매거
부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다.
전문가 면담을 통해 실무에서 공급사슬 리스크가 발생하면 주로 각 부서에

서 관리하게 된다.운송과 관련된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운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류파트에서 관리하게 되고,공급자와 관련해 리스크가 발생하
게 되면 영업파트에서 관리하게 된다.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류센터
는 TPL형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하면 위탁사 측에서 관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관리부서는 정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는 아직까지 국내
물류센터와 외주업체에서 공급사슬상에서의 리스크 발생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한 것으로 보인다.

1.4AHP구조 구성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는 AHP를 이용한 요인의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는 계층을 구분시켜주는 분류가 필요하게 된다.이렇게 요인을 분류하고 계
층화하는 목적은 각 공급사슬 리스크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부분화하고,이를
다시 종합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의한 공급사슬 리스크의 AHP구조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3-3>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전체적인 AHP구조를 살펴보면 3단계로 구성된다.첫 번째 단계에서는 공

급사슬 리스크로 정하고,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의 목적인 공급사
슬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운송관련 리스크,재고관련 리스크,예측관련 리
스크,정보관련 리스크,시장관련 리스크,공급자관련 리스크로 분류된다.세
번째 단계는 각 리스크의 세부요인으로 구성하였다.이는 다음의 <그림 3-3>
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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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공급사슬 리스크 요인의 AHP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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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공급사슬 리스크 요인들과 전문가

의 면담을 토대로 사전설문 항목을 작성했다.이를 전문가 혹은 실무종사자
면담조사를 통해 분류와 수정을 거쳐 공급사슬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1설문조사
본 연구의 설문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공급사슬 리스크의 요인을 전문

가(물류센터 직원,외주업체 직원)면담을 토대로 6개 항목(운송,재고,예측,
정보,시장,공급자)으로 분류하였다.설문항목은 전체적으로 AHP분석방법
을 위해 쌍대비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즉 6개의 항목의 쌍대비교와 6개 항
목 각각에서 세부요인(15개요인)의 쌍대비교를 통한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측
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항목이 분류된 설문지는 물류센터와 외주업체에 E-mail과 방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설문의 대상은 물류센터와 외주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문가로 간주하고 설문을 실시하였다.설문은 총 30
부를 배포하였으며,그 중 24부(80%)가 회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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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의의의 인인인식식식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실실실증증증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급사슬 리스크 요인의 계층구조는 앞서 언급된 <표
3-3>과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리스크 요인들을 전문가 면담을 통해
운송,재고,정보,예측,시장,공급자와 같이 6개의 요인으로 분류하고 각 항
목을 15개의 세부항목으로 통합․조정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공급사슬 리스크의 주요 요인들을 계층적으로 분석하기 위

해서 다목적 의사결정(Multi-ObjectivesDecisionMaking)분야에서 주로 이
용되는 AHP기법을 사용하였다.우선 AHP분석기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제제제 절절절 분분분석석석기기기법법법

1.AHP분석기법의 개념
AHP기법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상

호 배반적인 대안들의 체계적인 평가를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기법 중 하나
로,1970년대 초 ThomasSaaty에 의해 개발된 이후 정성적(qualitative),다기
준(multi-criteria)의사결정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AHP기법은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계층을 갖는 다수의 계층(level)으로 나눈 후,이를 계층별로 분
석․해결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것을 지원한다.AHP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여 주요 요인과 세부 요인들로 나누고,이
러한 요인들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해 중요도를 도출하는데 있다.
AHP기법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원리로 구성되

어있다.

㉠ 계층적 구조설정의 원리:복잡한 현상을 그 구성요소별로 설정하고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계층적으로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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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구조화에 포함시켜 보다 완벽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사
고할 수 있다.
㉡ 상대적 중요도 설정의 원리:각 개체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고,유사한

사물들을 그룹으로 묶어 특정 기준에 대비하여 비교하며,짝을 이루는 구성인
자 사이의 선호도를 판단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
해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
㉢ 논리적 일관성의 원리:여기서 말하는 일관성이라 함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특정 기준이 있을 경우 생각이나 사물들의 관계의 강약을 그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즉,계층이 한 단계씩 올라가면 그
에 대한 사물의 값도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AHP분석절차
계층분석이론을 실제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용단계는 다음과 같

다(Saaty,1980).

㉠ 문제의 정의 및 요구되는 해를 구체화한다.
㉡ 총합관리목적의 최고 계층으로부터 관련 중간계층을 통해서 통제가 그
문제를 분리하거나 풀 수 있는 계층까지 구조화한다.

㉢ 쌍별 비교를 구성한다.
㉣ 위의 단계에서 얻은 행렬요소의 수는 n(n-1)/2개가 된다.
㉤ A×w=λmax×w라는 고유치(EigenValue)문제를 풀고서 일관성을 시험
한다.

㉥ ㉢,㉣,㉤의 과정은 계층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서 반복된다.
㉦ 계층구성은 기준에 대한 가중치로 고유벡터들을 가중치 화하는데 사용
되고,어떤 한 계층에서 요소의 총합순위를 얻기 위해서 각 요소에 해당
되는 모든 가중치로 된 고유벡터들을 더하게 된다.이러한 과정은 다음
계층으로 계속 내려가서 최하위 계층까지 계산하게 된다.

㉧ 각 요소의 일관성 지수(C.I:ConsistencyIndex)와 일관성 비율(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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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encyRate)을 계산해서 일관성을 평가하게 된다.

n개의 요소들 A₁.....An에 대해 일정한 기준의 특성치(중요도,선호도 등)
W=(w₁....wn)가 알려진 경우 쌍별 비교행렬은 다음과 같다.

A₁ A₂ ㆍ ㆍ An
A₁ w₁/w₁ w₁/w₂ ㆍ ㆍ w₁/wn
A₂ w₂/w₁ w₂/w₂ ㆍ ㆍ w₂/wn

A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An wn/w₁ wn/w₂ ㆍ ㆍ wn/wn

두 요소를 직접 쌍별 비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wi/wj=aij,(i,j=1,2,.....n)··················································(1)

행렬 A는 정방행렬(SquareMatrix)로서 주 대각선의 값들이 모두 1인 특
수한 행렬형태를 갖고 있다.이러한 행렬을 역수행렬(ReciprocalMatrix)이라
부른다.이 행렬에 열벡터 W를 곱하면 벡터 nW를 얻게 된다.즉,AW=nW가
성립한다.AW=nW에서 W는 행렬이론에 의해 고유치(EigenValue)n을 갖
는 A의 고유벡터(EigenVector)이다.
aij는 정확한 측정치가 아닌 주관적 판단치이고 이상적인 비율 wi/wj와 편

차가 있으므로 AW=nW가 성립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렬이론의 두 가지 특성을 이용한다.
첫째,λ₁.....λn이 AW=nW를 만족하는 A의 고유치 이고,aij=1이면 λ

max=n이 된다.따라서 AW=nW가 만족하면 유일하게 n을 제외한 모든 고유
치들은 0이다.
둘째,정(+)의 역수행렬 A의 aij원소가 미세하게 변하면 고유치들 또한 미

세하게 변한다.이들 특성에 의해 행렬 A의 대각선 원소가 1(aij=1)이고,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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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이 있으면 aij의 미세한 변화는 n에 가까운 최대 고유치 λmax를 보장
하고 나머지 고유치들은 0에 가깝게 된다.
따라서 A가 쌍별 비교행렬이면 중요도 가중치 벡터를 구하기 위해 AW=λ

maxW를 만족하는 벡터 W를 구해야 한다.또한 λmax가 n에 가까울수록 일
관성 있는 결과를 낳는다.
일관성에 대한 편차는 일관성지수 CI=(λmax-n)/(n-1)으로 나타낸다.AHP

비교행렬에 대해서 λmax≥n의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데 완벽한 일관성을 갖
는 비교행렬에 대해서는 λmax=n이며,일관성이 클수록 λmax가 n에 가까
워진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일관성 비율(CR:ConsistencyRatio)을 사용하
여 일관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CR=CI/RI=(λmax-n/n-1)(1/RI)·············································(2)

여기서 CI는 일관성 지수로써 일관성이 클수록 0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무
작위 지수(Random Index:RI)는 1부터 9사이의 난수를 사용해서 구성한 비
교행렬의 CI값의 평균값이다.
RI는 비교행렬의 크기 n에 따라 다르며 Saaty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여

〈표 4-1〉에서와 같이 요약된다.
주어진 행렬의 CI와 RI를 비교한 값인 CR은 그 값이 작을수록 일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Saaty는 CR이 0.1보다 큰 경우에는 그 판단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표 4-1>무작위 지수(Random Index:RI)값

행렬의 행렬의 행렬의 행렬의 크기크기크기크기(n)(n)(n)(n) 1111 2222 3333 4444 5555 6666 7777 8888 9999 10101010 11111111

RI 0.000.000.580.901.121.241.321.411.451.491.51

일관성 계산은 비교행렬을 A,새로운 벡터를 얻으려는 예측해의 벡터를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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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고,A×Wi=ℓi,ℓi/Wi=λi라고 했을 때 λi의 구성요소들의 합을 구해서
요소들의 숫자로 나누면 λmax에 근사한 값을 얻게 되는데,이 λmax를 최대
고유치(Maximum EigenValue)라 하고,선호균형을 나타내는 일관성을 예측
하는데 사용된다.λmax가 n(Matrix의 Activities수)에 가까울수록 보다 더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제제 절절절 공공공급급급사사사슬슬슬 리리리스스스크크크의의의 계계계층층층별별별 가가가중중중치치치 분분분석석석

1.응답자 개인별 일관성 비율분석
<표 4-2>과 <표 4-3>은 설문 결과에 대해 응답결과의 응답자별 일관성을

검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분류된 속성 중 일관성 비율(CR)이 0.1미만이
면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0.2이내까지는 분석에 사용될
수 있으나,그 이상이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재조사가 필요한 속성으로
간주하였다(Saaty& Kearns.1985).
다음의 <표 4-2>는 물류센터 응답자 개인별 일관성 비율 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분석결과를 살펴보면,총 14명의 응답자 중 1명은 일관성 비
율이 높게 측정되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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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물류센터 응답자 개인별 일관성 비율 분석 결과
응응응답답답자자자 일일일관관관성성성 비비비율율율(((CCCRRR))) 세세세부부부요요요인인인 일일일관관관성성성 비비비율율율(((CCCRRR)))

1 0.121 예측관련 리스크 0.000
시장관련 리스크 0.074

2 0.082 예측관련 리스크 0.049
시장관련 리스크 0.049

3 0.086 예측관련 리스크 0.000
시장관련 리스크 0.042

4 0.154 예측관련 리스크 0.046
시장관련 리스크 0.042

5 0.075 예측관련 리스크 0.118
시장관련 리스크 0.142

6 0.039 예측관련 리스크 0.118
시장관련 리스크 0.071

7 0.197 예측관련 리스크 0.016
시장관련 리스크 0.071

8 0.314 예측관련 리스크 0.194
시장관련 리스크 0.180

9 0.120 예측관련 리스크 0.194
시장관련 리스크 0.156

10 0.098 예측관련 리스크 0.000
시장관련 리스크 0.040

11 0.151 예측관련 리스크 0.118
시장관련 리스크 0.066

12 0.117 예측관련 리스크 0.117
시장관련 리스크 0.090

13 0.061 예측관련 리스크 0.008
시장관련 리스크 0.056

14 0.148 예측관련 리스크 0.061
시장관련 리스크 0.180

다음의 <표 4-3>는 외주업체 응답자 개인별 일관성 비율 분석의 결과이
다.총 10명의 응답자 가운데 일관성이 떨어지는 응답자가 없으므로 모든 설
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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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외주업체 응답자 개인별 일관성 비율 분석 결과

응응응답답답자자자 일일일관관관성성성 비비비율율율(((CCCRRR))) 세세세부부부요요요인인인 일일일관관관성성성 비비비율율율(((CCCRRR)))

1 0.057
예측관련 리스크 0.188
시장관련 리스크 0.044

2 0.153
예측관련 리스크 0.000
시장관련 리스크 0.068

3 0.054
예측관련 리스크 1.192
시장관련 리스크 0.099

4 0.105
예측관련 리스크 0.119
시장관련 리스크 0.051

5 0.194
예측관련 리스크 0.000
시장관련 리스크 0.196

6 0.029
예측관련 리스크 0.000
시장관련 리스크 0.146

7 0.035
예측관련 리스크 0.000
시장관련 리스크 0.013

8 0.129
예측관련 리스크 0.000
시장관련 리스크 0.099

9 0.068
예측관련 리스크 0.000
시장관련 리스크 0.084

10 0.144
예측관련 리스크 0.259
시장관련 리스크 0.134

2.공급사슬 리스크 계층별 가중치
앞 절에서 언급된 AHP분석 절차에 따라서 계산된 각 계층별 중요도를 살

펴보면 다음의 <표 4-4>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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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공급사슬 리스크 분류별 Matrix와 중요도 (물류센터,외주업체)

물물물류류류센센센터터터

운송 재고 예측 정보 시장 공급자 중요도
운운운송송송 111...000000000 111...888222444 222...111888555 111...111999555 222...000666444 222...444000555 000...222666111
정보 0.548 1.000 2.417 1.348 2.250 2.470 0.232
재고 0.837 0.742 1.728 1.000 3.363 3.357 0.222
예측 0.458 0.414 1.000 0.579 0.994 1.232 0.104
시장 0.484 0.444 1.006 0.297 1.000 1.280 0.098
공급자 0.416 0.405 0.812 0.298 0.781 1.000 0.083

λλλλmmmaaaxxx:::666...111222000 CCCIII:::000...000222444 CCCRRR:::000...000111777

외외외주주주업업업체체체

운송 재고 예측 정보 시장 공급자 중요도
운운운송송송 111...000000000 222...111000000 111...888222555 111...666000888 111...777222555 111...777555000 000...222555444
재고 0.476 1.000 2.500 1.800 1.775 2.200 0.221
정보 0.622 0.556 0.889 1.000 2.250 2.058 0.171
시장 0.580 0.563 1.364 0.444 1.000 1.733 0.132
공급자 0.571 0.455 1.690 0.486 0.577 1.000 0.113
예측 0.548 0.400 1.000 1.125 0.733 0.592 0.110

λλλλmmmaaaxxx:::666...111555666 CCCIII:::000...000333111 CCCRRR:::000...000222555

위의 <표 4-4>에서 볼 수 있듯이,각 요인의 일관성비율(CR)이 물류센터
는 0.019,외주업체는 0.025로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물류센터
와 외주업체의 각 요인별 중요도 분석결과는 운송과 관련된 리스크요인(물류
센터:0.257,외주업체:0.254)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요인으로 나타
났다.<표 4-4>에서 계산된 중요도를 순위별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4-5>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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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공급사슬 리스크 분류별 중요도(물류센터,외주업체)

구구구분분분 분분분류류류 중중중요요요도도도 순순순위위위

물물물류류류센센센터터터

운운운송송송관관관련련련 리리리스스스크크크 000...222666111 111
정보관련 리스크 0.232 2
재고관련 리스크 0.222 3
예측관련 리스크 0.104 4
시장관련 리스크 0.098 5
공급자관련 리스크 0.083 6

외외외주주주업업업체체체

운운운송송송관관관련련련 리리리스스스크크크 000...222555444 111
재고관련 리스크 0.221 2
정보관련 리스크 0.171 3
시장관련 리스크 0.132 4
공급자관련 리스크 0.113 5
예측관련 리스크 0.110 6

위의 <표 4-5>에서 볼 수 있듯이,물류센터가 중요하게 인지하는 리스크
요인은 운송과 관련된 리스크(0.261),재고관련 리스크(0.232),정보관련 리스
크(0.222),예측관련 리스크(0.104),시장관련 리스크(0.098),공급자관련 리스
크(0.083)순으로 나타난다.또한 외주업체가 중요하게 인지하는 리스크 요인
은 운송관련 리스크(0.254),재고관련 리스크(0.221),정보관련 리스크(0.171),
시장관련 리스크(0.132),공급자관련 리스크(0.113),예측관련 리스크(0.110)순
으로 나타난다.
위의 표를 토대로 가중치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의 <그림 4-1>과 <그림

4-2>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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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공급자

<그림 4-1>물류센터에서 인지하는 리스크 요인 분류별 중요도

위의 물류센터의 리스크 요인 분류별 중요도인 <그림 4-1>을 살펴보면,
운송,정보,재고와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 예측이나 시장,공급자와
관련된 리스크보다 중요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특히,위
의 <그림 4-1>에서 운송,정보,재고와 관련된 리스크는 다른 리스크들 보다
2배에 가까운 중요도 값을 가진다.

0.000 0.050 0.100 0.150 0.200 0.250 0.300

운송

재고

정보

시장

공급자

예측

<그림 4-2>외주업체에서 인지하는 리스크 요인 분류별 중요도

<그림 4-2>는 외주업체에서 인지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 분류별 중요도를
나타낸 것이다.위의 <그림 4-2>를 살펴보면,외주업체도 물류센터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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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은 운송과 관련된 리스크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물류센터와 외주업체 모두 운송과 관련된 리스크를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고 있었다.운송과 관련된 리스크를 제외한 두 번째 중요도를 살
펴보면,물류센터는 정보와 관련된 리스크요인을 중요하게 인지하고 외주업
체는 재고와 관련된 리스크요인을 더 중요하게 인지하였다.이는 물류센터는
외주업체로부터의 정보가 있어야 물류센터의 업무가 시행되기 때문에 정보와
관련된 리스크요인을 다른 공급사슬 리스크요인들 보다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다.이에 외주업체는 재고와 관련된 리스크를 더 중요하게 인지하였다.이
는 외주업체의 입장에서는 재화가 고객까지 안전하게 가기위해 첫 번째로 거
쳐야 하는 공급사슬이기 때문에 재고와 관련된 리스크를 운송과 관련된 리스
크 다음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요인의 계층II(세부항목)에 대해서 쌍대비교를 실시

한 결과는 다음의 <표 4-6>와 <표 4-7>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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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공급사슬 리스크 계층 II의 상대적 중요도 (물류센터)

계계계층층층 III 계계계층층층 IIIIII 중중중요요요도도도 순순순위위위

운송
지지지연연연 (((DDDeeelllaaayyy))) 000...666333000 111
운송방법 (TransportationMethod) 0.370 2

재고
수수수용용용능능능력력력 (((CCCaaapppaaaccciiitttyyy))) 000...555666222 111
재고관리 (InventoryManagement) 0.438 2

예측
사이클 시간 (CycleTime) 0.341 2
선적량의 불확실 (ShipmentQuantityInaccuracies) 0.233 3
자자자연연연재재재해해해 (((DDDiiisssaaasssttteeerrr))) 000...444222555 111

정보 정보시스템의 적합성과 부적합성
(InformationSystemCompatibility&Sophistication) 1 1

시장

시장 물가상승 (MarketPriceIncrease) 0.198 3
기술변화와 진보 (ProcessTechnological) 0.202 2
제품의 디자인(설계) 변화 (Product Design
Change) 0.153 4

지적재산권: 소유권에 대한 환경 (Intellectual
Property) 0.125 5

언언언론론론 혹혹혹은은은 정정정책책책 (((SSSpppeeeeeeccchhhooorrrPPPooollliiicccyyy))) 000...333222111 111

공급자
공공공급급급자자자의의의 능능능력력력제제제한한한 (((CCCaaapppaaaccciiitttyyyCCCooonnnssstttrrraaaiiinnntttsss))) 000...666111222 111
공급자의 유용성 (SupplierAvailability) 0.388 2

위의 <표 4-6>을 살펴보면,운송관련 리스크 요인에서는 지연(0.630)과 관
련된 리스크 요인이 운송방법(0.370)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보다 높은 값이 도
출되었다.재고관련 리스크 요인에서는 수용능력(0.562),예측관련 리스크 요
인에서는 자연재해(0.425),사장관련 리스크 요인에서는 언론 혹은 정책
(0.271),공급자관련 리스크 공급자의 능력제한(0.612)이 각각 높은 값으로 도
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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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공급사슬 리스크 계층 II의 상대적 중요도 (외주업체)

계계계층층층 III 계계계층층층 IIIIII 중중중요요요도도도 순순순위위위

운송
지지지연연연 (((DDDeeelllaaayyy))) 000...555999666 111
운송방법 (TransportationMethod) 0.404 2

재고
수수수용용용능능능력력력 (((CCCaaapppaaaccciiitttyyy))) 000...555999777 111
재고관리 (InventoryManagement) 0.403 2

예측
사사사이이이클클클 시시시간간간 (((CCCyyycccllleeeTTTiiimmmeee))) 000...555000888 111
선적량의 불확실 (ShipmentQuantityInaccuracies) 0.246 2
자연재해 (Disaster) 0.246 2

정보 정보시스템의 적합성과 부적합성
(InformationSystemCompatibility&Sophistication) 1 1

시장

시장 물가상승 (MarketPriceIncrease) 0.224 2
기술변화와 진보 (ProcessTechnological) 0.192 3
제품의 디자인(설계) 변화 (Product Design
Change) 0.158 4

지적재산권: 소유권에 대한 환경 (Intellectual
Property) 0.155 5

언언언론론론 혹혹혹은은은 정정정책책책 (((SSSpppeeeeeeccchhhooorrrPPPooollliiicccyyy))) 000...222777111 111

공급자
공공공급급급자자자의의의 능능능력력력제제제한한한 (((CCCaaapppaaaccciiitttyyyCCCooonnnssstttrrraaaiiinnntttsss))) 000...666111222 111
공급자의 유용성 (SupplierAvailability) 0.388 2

<표 4-7>에서와 같이 외주업체도 물류센터와 마찬가지로 계층II에 대한
중요도를 도출해 보았다.모든 항목을 살펴보면 예측관련 리스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요인이 물류센터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물류센터는 예측관
련 리스크의 세부항목 중 자연재해 항목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도출된 반면,
외주업체에서는 사이클 시간 항목이 0.508의 값으로 가장 높은 항목으로 도출
되었다.도출된 분석의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4-8>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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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리스크 요인별 중요도 (물류센터,외주업체)

계계계층층층 III(((중중중요요요도도도))) 계계계층층층 IIIIII(((중중중요요요도도도)))
분분분류류류 물물물류류류센센센터터터 외외외주주주업업업체체체 리리리스스스크크크 요요요인인인 물물물류류류센센센터터터 외외외주주주업업업체체체

운송 000...222555777 000...222555444
지연 (Delay) 000...666333000 000...555999666
운송방법 (TransportationMethod) 0.370 0.404

재고 0.222 0.221
수용능력 (Capacity) 000...555666222 000...555999777
재고관리 (InventoryManagement) 0.438 0.403

예측 0.107 0.110

사이클 시간 (CycleTime) 0.341 000...555000888
선적량의 불확실
(ShipmentQuantityInaccuracies) 0.233 0.246

자연재해 (Disaster) 000...444222555 0.246

정보 0.231 0.171
정보시스템의 적합성과 부적합성
(Information System Compatibility &
Sophistication)

1 1

시장 0.100 0.132

시장 물가상승 (MarketPriceIncrease) 0.198 0.224
기술변화와 진보 (ProcessTechnological) 0.202 0.192
제품의 디자인(설계)변화
(ProductDesignChange) 0.153 0.158

지적재산권:소유권에 대한 환경
(IntellectualProperty) 0.125 0.155

언론 혹은 정책 (SpeechorPolicy) 000...333222111 000...222777111

공급자 0.084 0.113
공급자의 능력제한 (CapacityConstraints) 000...666111222 000...666111222
공급자의 유용성 (SupplierAvailability) 0.388 0.388

위의 <표 4-8>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두 기업이 인지
하는 리스크 요인의 중요도 값은 비슷하게 도출되었다.
각 세부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면,운송과 관련된 리스크에서는 지연항목이

중요한 리스크의 요인으로 나타났다.이는 운송방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보
다 지연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이 각 기업에서 높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알 수
있다.재고와 관련된 리스크에서는 건물의 수용능력이나 직원들의 융통성과
관련된 수용능력과 관련된 요인이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예측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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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물류센터는 자연재해와 관련
된 요인에 대해 더 많은 비중은 둔 반면,외주업체에서는 사이클 관련된 요인
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이는 앞서 물류센터의 기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류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중계의 기능에서 자연재해와 같은 불확실
한 현상과 같이 직접적으로 운송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비중을 높이 평
가하였다.반면,외주업체는 사이클 시간과 관련된 요인에 많은 비중을 두었
다.이는 외주업체가 물류센터에 위탁을 하는 입장에서 외주업체는 수요예측
을 통해 외주(Outsourcing)를 준다.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황소채찍효과와 같
이 예측이 어려운 현상에 대해서 더욱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시장관
련 리스크는 두 기업 모두 언론 혹은 정책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
었다.이는 얼마 전 국내 시장을 한참 떠들썩하게 했던 ‘쓰레기 단무지 만두
파동’이나 ‘음료 독극물 투입사건’에서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이 사건들로
인해 물류센터의 재고회전율 감소되고 매장의 제품인수거부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었다.이는 두 기업간의 큰 손실을 발생시켰다.마지막으로 공급자관련
리스크는 공급자의 능력제한과 같은 리스크요인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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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및및및 시시시사사사점점점

본 연구는 공급사슬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손실 현상 즉 공급 사
슬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지와 중요성을 물류센터와 외주업체를 기준으로 중
요성을 인지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급 사슬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기 위
해 기존 연구를 고찰하였다.기존 연구에서 연구된 공급사슬 리스크의 요인을
전문가 혹은 실무종사자 면담을 통해 15개의 요인으로 통합․조정되었다.이
를 다시 분류해 6개의 요인으로 요인을 계층화 하였다.이렇게 계층화된 요인
들을 물류센터와 외주업체에 설문을 실시하였다.이에 AHP기법을 통해 공
급 사슬 리스크 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해 보았다.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각 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해 본 결과,물류센터와 외주업체 모두 운송과 관

련된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물류센터와 외주
업체 모두 공급사슬 활동에서 운송 중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손실
이나 손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에 세부항목별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운송관련 리스크에서는 지연이 중요도 값이 높게 나타났다.이는 운송방법
항목보다 지연 항목이 각 기업들의 공급활동과정에서 더 많은 손해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또한 재고관련 리스크에서는 수용능력이 비중이 높게 나
타났다.예측관련 리스크를 살펴보면,물류센터는 자연재해 항목에 더 많은
비중은 둔 반면,외주업체에서는 사이클 시간 항목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이는 물류센터가 가지는 중계의 기능에서 자연재해와 같은 불확실한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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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에 직접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인지한 것이다.반면,외주
업체는 수요예측을 통해 외주(Outsourcing)를 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황소
채찍효과와 같이 현상에 대해 더욱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시장관련
리스크는 두 기업 모두 언론 혹은 정책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었
다.이는 얼마 전 국내 시장을 한참 떠들썩하게 했던 ‘쓰레기 단무지 만두 파
동’이나 ‘음료 독극물 투입사건’에서 보면 알 수 있다.이 사건들로 인해 물류
센터의 재고회전율 감소되고 매장의 제품인수거부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었
다.이는 두 기업간의 가치사슬 사이에서 큰 손실을 발생시켰다.마지막으로
공급자관련 리스크는 공급자의 능력제한과 같은 리스크요인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개념적인 측면에서 공급사슬 리스크에 접근한 이전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공급사슬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공급사슬 상의 각
가치사슬에 직접 적용해 봄으로써 각 가치사슬이 인지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
의 중요도를 산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둘째,본 연구를 통해서 외주업체가 물류센터를 선정하거나,기존의 공급사

슬 사이에 새로운 기업이 참여할 때,기업이 인식해야할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연구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기존 연구에서 수집된 공급사슬 리스크와 관련된 요인을 계층화 할

때 모든 요인들을 다 고려하지 못한 채 선별하여 측정함으로써 고려되지 못한
요인들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를 위해 향후에는 도출
된 모든 기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공급사슬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방법이나 대안의

선정을 위한 작업은 수반되지 않았다.향후 공급사슬 리스크 요인의 파악과
더불어 공급사슬 리스크관리의 방법 및 대안평가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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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공급사슬 리스크 요인은 업종에 따라 종류
나 비중이 달라질 수 있으며,또는 추가 혹은 삭제되어야 할 요인도 있을 것
이다.향후에는 세분화된 업종과 업종별 특성에 따른 항목별 가중치 변화에
대한 분석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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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업체 특성응답 업체 특성응답 업체 특성
A-1. 다음은 응답 업체의 속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업체명
주소

작성자
성   명 직   책

전화번호

E-mail

귀사의 업무 분야는? ① 물류센터 ② 물류센터 위탁업체 ③ 기타 (       )

귀사의 주요 취급 품목은?(물류센
터 위탁업체의 경우만 적용)

① 식품     ② 음료     ③ 생활용품/화장품

④ 기타

귀하의 근무 년수는? ① 5년 미만 ② 5 - 10년 ③ 10 - 15년 ④ 15-20년

⑤ 20년 이상

귀하의 업무 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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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급사슬 리스크 속성간의 중요도B. 공급사슬 리스크 속성간의 중요도B. 공급사슬 리스크 속성간의 중요도
 이번 항목은 귀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사슬상의 리스크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는 항

목입니다. 다음의 보기를 참조하여 아래의 문항에서 귀하가 생각하시는 요인간 상대적인 상대적인 상대적인 상대적인 중중중중

요도요도요도요도를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문항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보기보기
공급사슬 리스크 요인 설명(예)

운송 관련 리스크 운송 중에 생기는 위험요인. 즉 제품의 지연 도착(Delay), 운송 중 제품 파손에 대한 

위험요인

재고 관련 리스크 제품의 핸들링 중 파손(피킹시 제품의 파손), 유통기한 관련 오류(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예측 관련 리스크 수요와 관련한 예측(황소채찍효과), 자연재해와 관련된 예측

정보 관련 리스크 발주관련 오류(발주서류관련 오류, 주문입력 오류, 중복발주 오류), 임의 발주로 인

한 인수거부

시장 관련 리스크 시장의 물가 상승(단가에 따른 매점), 원료부족으로 인한 생산미달, 소비자의 불만

공급자 관련 리스크 위탁사의 파산 ․ 부도, 결품(공급자의 생산능력부족), 제품의 하자 (제품의 변질), 쓰

레기 만두 파동(재고의 회전율 감소), 야쿠르트 독극물 파동(매장에서 판매거부)

B-1. 운송관련 운송관련 운송관련 운송관련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 요인요인요인요인과 다른 요인과의 중요도 비교

항목
상대적 중요도

항목매우중요← 같음 →매우중요
7  6  5  4  3  2 1 2  3  4  5  6  7

운송 관련
리스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고 관련

리스크
운송 관련

리스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측 관련
리스크

운송 관련
리스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 관련

리스크
운송 관련

리스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 관련
리스크

운송 관련
리스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급자 관련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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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재고 재고 재고 재고 관련 관련 관련 관련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 요인요인요인요인과 다른 요인과의 중요도 비교

항목
상대적 중요도

항목매우중요← 같음 →매우중요
7  6  5  4  3  2 1 2  3  4  5  6  7

재고 관련
리스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측 관련

리스크
재고 관련

리스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 관련
리스크

재고 관련
리스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 관련

리스크
재고 관련

리스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급자 관련
리스크

B-3. 예측 예측 예측 예측 관련 관련 관련 관련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 요인요인요인요인과 다른 요인과의 중요도 비교

항목
상대적 중요도

항목매우중요← 같음 →매우중요
7  6  5  4  3  2 1 2  3  4  5  6  7

예측 관련
리스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 관련

리스크
예측 관련

리스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 관련
리스크

예측 관련
리스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급자 관련

리스크

B-4. 정보 정보 정보 정보 관련 관련 관련 관련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 요인요인요인요인과 다른 요인과의 중요도 비교

항목
상대적 중요도

항목매우중요← 같음 →매우중요
7  6  5  4  3  2 1 2  3  4  5  6  7

정보 관련
리스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 관련

리스크
정보 관련

리스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급자 관련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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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시장 시장 시장 시장 관련 관련 관련 관련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 요인요인요인요인과 다른 요인과의 중요도 비교

항목
상대적 중요도

항목매우중요← 같음 →매우중요
7  6  5  4  3  2 1 2  3  4  5  6  7

시장 관련
리스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급자 관련

리스크

C. 공급관련 리스크 요인 하위평가요인 중요도C. 공급관련 리스크 요인 하위평가요인 중요도C. 공급관련 리스크 요인 하위평가요인 중요도
 다음은 공급사슬 리스크의 세부 요인과 관련된 중요도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다음 보기

의 개념을 참조하여 중요도를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문항에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급사슬 리스크 세부 요인
공급사슬 리스크 요인 설명

지연 (Delay)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운송방법 (Transportation Method) 운송과 관련한 유통방법에서 오는 리스크

수용능력 (Capacity) 건물의 수용능력 혹은 Worker의 융통성

재고관리 (Inventory Management) 재고관리의 능력

사이클 시간 (Cycle Time) 공급자의 구매요구에서 수취사이의 시간

선적량의 불확실 (Shipment Quantity 
Inaccuracies) 요구와 실질적인 수요와 선적량의 차이

자연재해 (Disaster) 천재로 인한 제조업자, 공급자, 고객 사이에서 일어나는 손실

정보시스템의 적합성과 부적합성
(Information System Compatibility & 
Sophistication)

정보시스템의 유용성과 중요성

시장 물가상승 (Market Price Increase) 시장의 추세 혹은 제품의 가격 변화

기술변화와 진보 (Process Technological ) 최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변화

제품의 디자인(설계) 변화 (Product Design 
Change) 제품과 관련된 기술의 변화

지적재산권: 소유권에 대한 환경(Intellectual 
Property) 공급사슬상 각 가치사슬의 수직적인 통합

언론 혹은 정책 (Speech or Policy) 언론이나 매스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고객의 변화

공급자의 능력제한 (Capacity Constraints)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제한

공급자의 유용성 (Supplier Availability) 공급자의 재정적인 능력 혹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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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다음은 운송관련 운송관련 운송관련 운송관련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 세부 세부 세부 세부 요인의 요인의 요인의 요인의 상대적 상대적 상대적 상대적 중요도중요도중요도중요도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아래 

문항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상대적 중요도

항목매우중요← 같음 →매우중요
7  6  5  4  3  2 1 2  3  4  5  6  7

지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송방법

C-2. 다음은 재고관련 재고관련 재고관련 재고관련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 세부요인의 세부요인의 세부요인의 세부요인의 상대적 상대적 상대적 상대적 중요도중요도중요도중요도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아래 문

항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상대적 중요도

항목매우중요← 같음 →매우중요
7  6  5  4  3  2 1 2  3  4  5  6  7

수용능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고관리

C-3. 다음은 예측관련 예측관련 예측관련 예측관련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 세부요인의 세부요인의 세부요인의 세부요인의 상대적 상대적 상대적 상대적 중요도중요도중요도중요도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아래 문

항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상대적 중요도

항목매우중요← 같음 →매우중요
7  6  5  4  3  2 1 2  3  4  5  6  7

사이클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적량의 불확실
사이클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연재해

선적량의 불확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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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다음은 시장관련 시장관련 시장관련 시장관련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 세부요인의 세부요인의 세부요인의 세부요인의 상대적 상대적 상대적 상대적 중요도중요도중요도중요도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아래 문

항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상대적 중요도

항목매우중요← 같음 →매우중요
7  6  5  4  3  2 1 2  3  4  5  6  7

시장물가 상승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변화 진보
시장물가 상승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품의 디자인(설계) 

변화
시장물가 상승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적재산권: 소유권에 

대한 환경
시장물가 상승 ( ) ( ) ( ) ( ) ( ) ( ) ( ) ( ) ( ) ( ) ( ) ( ) ( ) 언론 혹은 정책
기술변화 진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품의 디자인(설계) 

변화
기술변화 진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적재산권: 소유권에 

대한 환경
기술변화 진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언론 혹은 정책

제품의 디자인(설계)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적재산권: 소유권에 

대한 환경
제품의 디자인(설계)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언론 혹은 정책
지적재산권: 소유권에 

대한 환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언론 혹은 정책

C-5. 다음은 공급자 공급자 공급자 공급자 관련 관련 관련 관련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 세부요인의 세부요인의 세부요인의 세부요인의 상대적 상대적 상대적 상대적 중요도중요도중요도중요도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아래 

문항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상대적 중요도

항목매우중요← 같음 →매우중요
7  6  5  4  3  2 1 2  3  4  5  6  7

공급자의 생산능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급자의 유용성

- - - - 바쁘신 바쁘신 바쁘신 바쁘신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설문에 설문에 설문에 설문에 응해 응해 응해 응해 주셔서 주셔서 주셔서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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