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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고관리자들이 공급차질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어떤 재고관리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알아보았다. 결과는 고무적이지
않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0.3%에
불 과 하 고 거 의 모 든 사 람 (99.7%)이 적 정
수준 이하로 대응했는데 낮은 공급차질
가능성에는 과잉 반응했고, 높은 공급차질
가능성에는 오히려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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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 AND FUTURE UNCERTAINTIES: THE CHALLENGE FACED BY
INVENTORY MANAGERS
재고 의사결정이란 과거와 미래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다. 과거의 불확실성에는 한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의 과거 수요 변동성이 포함되며, 미래의 불확실성은 제품 또는 다른 재고의 공급차질
가능성을 뜻한다. 많은 재고관리 시스템이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 미래 재고 발주량을 추천하고, 재고
관리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이번 조사는 참가자에게 아래 내용을 질문했다.
1. 재고관리 시스템이 추천한 양을 불필요하게 조정하는가?(즉, 조정을 위한 조정을 하는가?)
2. 공급차질 가능성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가?(즉, 재고 부족에 대비해 발주를 늘리는가?)
3. 잠재적 공급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발주량을 최적으로 조정하는가?
4. 공급차질 가능성과 제품의 수익성에 따라 과잉 반응과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가?
결론을 말하면, 재고 관리자들은 질문한 상황에 대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

DECISION MAKING UNDER UNCERTAINTY
행동경제학과 행동경영학에 대한 연구는 인간이 불확실성에 직면할 경우 비합리적 선택을 자주 한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공한다. 고전 경제이론은 개인이 리스크하에서 “기대가치(Expected value)”를 계산
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하지만, 실제는 논리가 아닌 직관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비록 가끔은 유용
하지만, 이러한 직관적 의사결정은 자주 심각한 시스템적인 오류를 일으킨다.
재고 결정 역시 예외가 아니다. 재고관리자들이 재고계획을 수작업으로 하는데 형편없다는 증거가
수없이 많이 있다. 따라서 재고계획 시스템은 의사결정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재고관리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미래 공급차질 가능성에 대응할 때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관리자들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 탐구했다.

ABOUT THE RESEARCH
우리는 81명의 경험 많은 공급망 관리자들과 공급망 관리분야의 미국 내 Top15 대학의 대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참가자들에게 6가지 의사결정 시나리오 중 하나에 대해 재고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 SKU(Stock Keeping Unit)의 수익성과 비용이 제시된 간단한 사례를 제공했다.
SKU는 고수익(90%의 총마진) 또는 중수익(60% 총마진)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또한
SKU에 대한 예상수요와 수요 변동성(표준편차)의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SKU의 수요는 동일했다. 6개 시나리오 중 하나인 Zeta의 내용이 Figure 1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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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조사참가자들에게 제공된 Case 시나리오 샘플

SKU Zeta
Zeta 상품의 매입단가는 $5. 매출단가는 $50. 단위당 매출이익은 $45. 잔존가치는 0이다.
• 단위당 재고과잉비용 = $5
• 단위당 재고부족비용 = $45
Zeta 상품에 대한 수요는 다음과 같다.
• 평균 수요량 = 5,000개
• 표준편차 = 2,000개

How many units
do you want to order?

Base case
재고계획시스템상 이익이 최대가 되는 최적재고비율은
90%이며, 최적발주량은 7,564개이다.

Shortage risk
시장에 진입하는 경쟁기업은 없다.
Zeta 상품의 공급차질 가능성은 25%이다.
공급차질이 발생한다면, 발주량의 50%만 구입 가능하다.
(e.g. 발주량이 7,564개라면, 3,782개를 구입할 가능성은
25%이며, 7,564개를 구입할 가능성은 75%이다.)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각각의 시나리오는 우선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을 실험하였다: 재고관리자들은 시스템에서 추천한
발주량을 불필요하게 조정하는가? 조사 참가자들은 시스템에서 추천한 “수익 극대화 발주량”을 제공
받은 후 자신이 원하는 발주량으로 조정했다.
다음에 우리는 SKU의 수익성과 공급차질 발생가능성이 관리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재고부족 리스크(Shortage risk)”시나리오를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5%(낮음), 25%(중간), 75%(높음)의
재고부족 리스크 발생가능성을 가지는 각각의 시나리오 중 하나에 대응하는데, 만약 공급차질이
발생하면, 발주량의 절반만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Table 1은 각 SKU 시나리오의 데이터를 요약해 보여준다: 수익성 수준, 시스템이 추천한 최적 발주량,
공급차질 가능성, 이를 고려한 조정 후 최적발주량, 최적발주량과 조정 후 최적발주량의 차이. 예를 들어
SKU Zeta는 고수익 SKU이며 최적발주량은 7,564개, 공급차질 가능성은 25%, 조정 후 최적발주량은
9,142개, 최적발주량과 조정 후 최적발주량의 차이는 1,578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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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조사참가자들에게 제공된 6개 SKU Case에 대한 요약 데이터
수익성

최적발주량(A)

공급차질
가능성

조정 후
최적발주량(B)

차이
(B) - (A)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UNNECESSARY ADJUSTMENT TO PROFIT-MAXIMIZING INVENTORY
RECOMMENDATIONS
참가자들의 리스크 대응방식을 살펴보기 전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발주량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 결과,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시스템이 산출한 수익 극대화 최적발주량을 수정한 경우가 3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2는 시스템 최적 발주량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과, 추천안을 가감한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준다.

Table 2. 조사참가자들이 리스크가 없는 Case의 최적(최적, 과잉, 부족) 발주량을
조정한 결과표
비율
수익성

최적 선택

과잉 선택

부족 선택

Note: Since the disruption probability was not offered, the only difference between
SKUs/cases was the profitability level.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발주량을 변경한 중수익 SKU(Gamma, Epsilon, Theta)의 경우 추천 최적규모보다 발주량을 늘린
경우가 많았다. 통계 테스트는 이것이 큰 차이가 될 수 있음을 밝혀주었다. 행동경제학과 행동경영학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 패턴을 설명해준다. 행동경제학적 사고의 초석인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은,
의사결정자에게 손실 회피(Loss aversion) 본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재고관리에서는 재고부족으로 인한
매출기회 상실이 손실 개념과 연결된다. 때문에 재고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는 저수익 제품과 중수익
제품에서, “재고부족 회피(Stockout aversion)” 때문에 재고를 과도하게 쌓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이다.
고수익 제품은 이런 경향이 약한데, 고가제품은 평균 재고수준이 높고, 금액이 큰 경우 최적화에 보다
힘을 쏟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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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TIONAL RESPONSE TO
POTENTIAL DISRUPTIONS
IN SUPPLY
기초 사례에 대한 참가자 대응 분석 결과,
공급차질 가능성이 없을 때조차 행동이
비합리적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

G E TT I N G TO 9 , 1 4 2
이번 연구에서 채택한 재고량 접근법은 현장에서 “단일
기간 모델(The Single Period Model)”이라고 하는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 중 하나이며, 최적 발주량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출된다.

패턴이 공급차질이 가능성이 분명한 환경일

Q = μ + Ζσ

때도 나타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우리의
실험은 몇 가지 다른 수익성과 발생

Q는 최적 발주량, μ는 과거수요 평균, σ는 수요의 표준

가능성에 따른 반응 정도를 실험할 수

편차, Z는 희망 서비스 수준을 정규분포에 적용하여
산출한 조정 계수를 의미한다. 모든 경우, 평균 수요(μ)는
5,000개이고, 표준편차 (σ)는 2,000개이다. SKU Delta,
Zeta, Kappa의 경우, 희망서비스 수준이 90%인데, 이는
Z 값 1.2815566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들 SKU에 대한
최적의 기초 재고량 은 다음과 같다.

있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보 다 기 본 적 인 사 항 부터 질문해야만
한다: 공급차질 가능성에 대응하는 관리자의
반응은 최소한 방향성 면에서 합리적
인가? 여기서, 합리적 대응이란 재고관리자가
공 급 차 질 가 능 성 에 대응하여 주문을

7564=5000+(1.2815566*2000)

늘리는 것(또는 최소한 줄이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다. 공급차질이 발 생 할 경 우 ,
참가자들은 주문한 양의 절반만 받게
되므로, 공급차질 가능성에 직면해
주문을 줄이는 것은 비이성적 대응으로
간주될 것이다.

Zeta의 경우, 25%의 공급차질 리스크가 있는데 이 경우
회사는 3,782개만 받게 된다. 때문에,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주문을 늘릴” 합리적인 동기가 존재한다. 우리는
각각의 가능한 결과에 대해 주문량을 위아래로 조정하여
균형을 맞추는 선형 최적화 기법을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익 극대화 재고량을 계산하였다. SKU Zeta의
경우, 최적 재고량 값은 9,142다.

연구 결과, 여섯 개의 SKU 시나리오 모두에
대 해 평 균 적 으 로 15.1%의 응 답 자 가
비합리적으로 행동했다. 예상 방향으로
반응한 응답자 비율은 Table 3과 같이
82.0%(Epsilon)에서 89.3%(Theta)

Table 3. 잠재적 공급차질에 대한 “합리적” 반응의 비율
SKU

평균

신뢰수준

사이로 나타났다. 통계테스트는 일부의
경우 최대 28.6%까지 비이성적 대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오류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기업과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SKU Zeta의 경 우 발 주 량 18% 감소
(최적 증가인 21%가 아니라)로 대응한
결과는 공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예상수익의
25% 감 소 와 최 적 량 발 주 증 가 대 비
100% 매출 손실로 귀결됐다.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재고관리자들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한 이유는 불확실성 증가와 복잡한 의사결정에 직면해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다. 우리의 시나리오는 공급차질 가능성의 제시로 인해 복잡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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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지만, 이러한 상황은 재고관리자가 마주하는 현실의 합리적 근사치라고 본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행동유형이 재고 의사결정의 특징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재고 결정의 오류는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나며, 공급차질 가능성이 있을 때 7건의 의사결정 중 대략 1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EVEN RATIONAL MANAGERS RESPOND SUBOPTIMALLY TO THE
POSSIBILITY OF DISRUPTION
공급차질 가능성이 각각 다른 수준일 때 재고관리자가 보이는 반응으로 초점을 돌리자, 이전 조사에서
이성적으로 대응한 재고관리자들조차 최적수준 이하로 내리는 의사결정이 계속되었다. 조사한 모든
대응 결과에서, 공급차질 가능성 대응 조정 실패율이 99.7%로 나타났다.
Table 4는 본 실험 참가자 성과의 총 집계결과를 보여준다. 이를 요약하면, 낮은 공급차질 가능성에는
과잉 반응해 발주량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주문했고, 높은 공급차질 가능성에는 미온적으로 반응해
부족하게 발주량을 주문했다.

Table 4. 공급차질 가능성에 대응한 최적조정수량과 실제조정수량의 요약
수익성

공급차질
가능성

조정 후
최적발주량

최적조정
수량(A)

실제조정
수량(B)

비율
(B) / (A)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행동 경제학의 전망 이론 연구는 의사결정자들이 중간 수준 가능성에는 비중을 낮게 두는 반면, “경계
조건”의 비중은 과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왔다. 이는 우리의 실험에서도 나타난다. 공급차질
가능성이 “불가능”에서 “가능”한 수준으로 높아지자, 재고관리자들은 리스크에 과잉 반응했지만, 공급
차질 가능성이 5%에서 25%로 높아지자 반응 강도가 약해졌다. 반면, 공급차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 참가자들은 영향을 과소평가했고, 중수익과 고수익 SKU 모두 미온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수익과 중수익 SKU의 조정규모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절대규모로 따지면 고수익 SKU의
조정규모가 항상 크지만, “최적규모 대비 조정비율”은 항상 작게 나타났다. 이는 Table 2에서 처음
나타났던 고수익 제품의 수량 조정에 대한 보수성과 일치한다.

SO WHAT DOES IT ALL MEAN?
운영과 재고계획 담당 임원을 위한 몇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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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계획 시스템의 추천 발주량에 대한 불필요한(그리고 최적규모 이하의) 관리자의 조정이
예상보다 많이 이뤄짐
• 우려를 일으킬만한 비합리적인 조정(공급차질 가능성에 대응하여 발주량 감소)이 상당히 많음
• 대부분의 재고관리자들이 공급차질 전망에 대한 최적 조정을 실패함. 성공률은 0.3%임
재고관리자들은 공급차질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걱정하며, 특히 낮은 발생가능성과 막대한 손실규모를
가진 “블랙 스완(Black swan) 사건에 주목한다. 이에 대비하여 “발주량을 조정하는” 재고관리자가 많은
점은 납득할 만하다. 그러나 최소한, 운영 담당 임원들은 사내에서 불필요한 조정 및 과잉반응이
일어나는지 조사해 볼 만하며, 공급망 담당 임원들은 자신의 판단조차 불확실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공급차질의 가능성이 크건 작건, 모든 상황과 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공식적 방법론을 모색할
것을 임원들에게 권한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재고 결정에서 공급차질 가능성에 대처하는 능력이 취약했고, 상품의
수익성과 공급차질의 유형과 발생 가능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보이나, 참가자들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발주량 조정을 하지 못했다.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 공급망 전반에 걸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 리더들은 운영상의
반응(과잉반응 또는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경향)에 대한 다양한 리스크 가능성들의 서로 다른 영향에
대해 민감한 대응 필요
• 경영진에게 현재 의존하는 재고관리 프로세스의 부실 가능성을 경고. 리더들은 재고관리 의사결정
개선을 위해 프로세스 강화 및 테크놀로지 기반 솔루션을 고려해야 함
• 개인들이 단순히 조정을 위한 조정을 할 수 있음을 시사. 기업이 통계적으로 최적 재고수준 결정
정책을 수립했다면, 합당한 사유 없이 이를 조정해서는 안됨
이 같은 연구 결론은 사람의 편견과 인지적 한계로 인한 판단의 오류가 기업 실적에 어떤 여파를 미치는지에
대해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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