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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managers seek to achieve global optimization by solving problems in the supply chain's business process. However, 
companies in the supply chain hide the adverse information and inform only the beneficial information, so the information is 
distorted and cannot be the information that describes the entire supply chain. In this case, supply chain managers can directly 
collect and analyze supply chain activity data to find and manage the companies described by the data.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collect the order-inventory information from each company in the supply chain and detect the companies 
whose data characteristics are explained through deep learning. The supply chain consists of Manufacturer, Distributor, Wholesaler, 
Retailer, and training and testing data uses 600 weeks of time series inventory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e experiment is 
to improve the detection accuracy by adjusting the parameter values of the deep learning network, and the parameters for comparison 
are set by learning rate (lr = 0.001, 0.01, 0.1) and batch size (bs = 1, 5).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detection accuracy 
is improved by adjusting the values of the parameters, but the values of the parameters depend on data and mode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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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2019년 12월에 발생한 코로나19(COVID-19) 감염증은
2020년 1월부터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면
서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
로 세계 곳곳에서의 인적 이동은 제한되거나 불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제조공장이 멈추면서 제품 생산을 위
한 원자재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되지 않아 공급 사슬 전
체가 심각한 영향을 받으면서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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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사슬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천재지변 또는 재난과
같은 환경 변화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개별 공급
사슬만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
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 수준에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공급 사슬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공급 사슬 관리
자에 의해 해결되어야 공급 사슬의 전체 최적화가 가능하
다. 공급 사슬의 전체 최적화를 위해서는 공급 사슬에 참
여하는 개별 기업들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는 것을 모든 참여 기업들이 알고 있지만 쉽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공급 사슬의 관리자가 공급 사슬

에 참여하는 개별 기업들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도
공급 사슬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관찰하여 그 데이터의
특성이 설명하는 개별 기업들을 찾아내어 관리하는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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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ructure of RNN

기업이 가진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해서 예측하거나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이 인공지능 기술 및 컴퓨터 성능
향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Deep Learning) 기법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
고 있다[6]. 
공급 사슬은 시간의 변화에 민감한 동적 특성을 가지

기때문에얻어지는정보는시계열데이터의특성을가진다. 
딥러닝 기법 중에서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는 Recurrent 
Neural Network(RNN)의 Long Short-Term Memory(LSTM- 
RNN) 기법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 5, 10]. 본 연
구는 공급 사슬에 포함된 개별 기업에서 발생하는 시간에
따른 주문-재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딥러닝을 통해 데이터
의 특성이 설명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방안을 제안한다. 
적용되는 딥러닝 기법은 기본형인 순차 네트워크로 구성
되는 Seq-DNN 모델과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우수한 성
능을 보여주는 LSTM-RNN 모델이다. 또한, 2차원 데이터의 
이미지 분석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Convolution Neural 
Network(CNN)가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추출하는 장점
이 있으므로 LSTM과 결합한 Conv1D-LSTM 모델도 포
함한다[3, 6]. 딥러닝 모델의 파라미터에 의한 성능 차이
를 비교하기 위해 학습률(learning rate)과 배치 크기(batch 
size)의 변화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을 제 1장에서 설명

했고, 제 2장에서는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LSTM-RNN과
CNN에 관해서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실험 모델 및 조
건을 설명하며, 제 4장에서는 실험 및 결과 분석을 진행
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결론 및 추후 연구과제
를 제시한다.

2. 딥러닝 기법

2.1 LSTM-RNN

RNN은 신경망의 꽃이라 불리고 시퀀스(sequence) 데
이터를 다루는 신경망이다. 예를 들면, 언어(말)는 단순
히 한 개의 단어를 통해서는 이해될 수 없고 전체 문장
으로 구성되는 시퀀스 데이터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다. 
RNN은 현재의 상태(state)는 바로 전 상태에 의해서 영
향을 받는 시계열 데이터를 적용하면 우수한 결과를 얻
는 방법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RNN은 바닐라(Vanilla) 
RNN이며 다음의 <Figure 1>과 같은 네트워크 구조를 가
진다.

<Figure 1>의  및 는 타임 스텝 t 및 t-1에서 셀의
은닉(hidden) 상태를 의미하며,  및 는 타임 스텝 t에서
입력값과 출력값을 의미한다. 는 은닉층(hidden layer) 

에서 출력값 로 보내는 파라미터이고 는 이전 은

닉층 에서 다음 은닉층 로 보내는 파라미터이다. 
는 입력값 를 은닉층 로 보내는 파라미터를 의미한다. 
RNN의 일반 구조는 현재 상태의 출력값 는 를 전달

받아 갱신되며 은닉 상태의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
tion)는 비선형 함수인 하이퍼볼릭타젠트(tanh)를 사용한다. 

RNN의 적용 분야는 언어 모델링, 음성 인식, 기계 번
역, 대화 모델링, 이미지 및 비디오 캡션 등이다. RNN의
강점은 시퀀스 데이터 처리이며 적용하는 문제 대부분은
시퀀스의 길이가 동일한 경우이지만 시퀀스의 길이가 같
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Dynamic RNN을 사용
한다. RNN은 경사도를 중첩해 쉽게 고칠 수 있는 경사도
폭발(exploding gradients) 문제와 쉽게 고치기 힘든 기울
기 소실(vanishing gradients) 문제를 가지고 있다. RNN에
서 발생하는 기울기 소실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모델은 LSTM과
Gated Recurrent Unit(GRU)[4]이다. 

LSTM은 RNN의 은닉 상태에 셀-상태(cell-state)를 추
가한 구조이며 셀-상태는 컨베이어 벨트 역할을 수행하
기 때문에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도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잘 전파된다. LSTM은 가중치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이전
정보를 잊거나 기억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는 LSTM에
장단기 기억 능력을 제공하여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며, 비용(활성화) 함수로 tanh를 사용한다.

2.2 CNN

CNN은 동물의 시각피질(visual cortex)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딥러닝 신경망 모델로 동물의 계층적 특징
추출과 시각인식 체계를 참조하여 만들어졌다[11]. CNN은 
컴퓨터 비전, 음성인식, 영상인식 등의 분야에서 많이 사
용되며, 종류는 AlexNet, GoogleNet, VGGNet, ResNet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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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upply Chain Model

CNN은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층(feature learning layers)
의 집합과 이것을 분류하기 위한 층(classification layers)의 
집합으로 구성된다[7].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층은 Convo-
lution Layer, ReLu Layer, Pooling Layer를 반복하면서 네
트워크 구조를 쌓아간다. Convolutional Layer는 2D 필터
를 통해 영상의 특징을 추출하고, ReLu Layer는 비용 함
수에 의해 뉴런의 출력값을 결정하며, Pooling Layer는 인
접한 공간의 값들에 대해 하나의 대표값을 사용하여 표본
의 수를 줄여 준다. 
분류하기위한층은 Fully connected Layer, Softmax Layer, 

Classification Layer로 구성되며, 전 단계에서 넘겨받은
특징을 입력값으로 받아 기대값과 출력값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오류역전파 방법을 통해 뉴런 간의 가중치
를 갱신한다. Softmax Layer는 출력 노드의 값이 해당 부
류에 속할 확률값인 분류기를 신경망으로 구현된 것으로
신경망의 출력 노드의 출력값이 0 이상이면서 전체 출력
값의 합은 1이 되도록 구성한다. 이때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층에 속한 Convolutional Layer의 필터 계수도 함께
갱신된다.

CNN은 이미지와 같은 2차원 배열의 데이터를 일반적
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2D(Conv2D) CNN 모델을 적용한
다. 그러나 본 연구는 1차원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컨볼루션 층이 1차원인 1D(Conv1D) CNN 모델
을 적용한다.

3. 실험 모델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공급 사슬 모델은 실험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고려하여 Strozzi et al.[12]의 모델을 사용한다
(<Figure 2> 참조). <Figure 2>의 공급 사슬 모델은 Factory, 
Distributor, Wholesaler, Retailer로 구성되며, Retailer는 고
객과 직접 접촉이 가능하며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생산된 제품을 다시 고객에게 판매한다. 고객으로부터의

주문 정보는 Retailer → Wholesaler → Distributor → Fac-
tory로 보내지고 완성된 제품은 Factory → Distributor →
Wholesaler → Retailer로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배송된다. 

Retailer에게 주문하는 고객의 수요는 확률적(stochastic) 
수요를 가정하며 AR(1) 모델을 사용한다(식 (1)).

              (1)

식 (1)에서  및 는 시점 t 및 t-1의 고객 수요, 
는 음수가 아닌 상수, 는 평균이 0, 분산이 인 독립
적이고 동일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오차항, 는 1차 자기
상관계수(autocorrelation coefficient)이다. 식 (1)의 와 

는 고객 수요의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는 수
요 추세를 의미하며 전체 시간 동안의 수요의 상관관계
를 설명한다. 는 수요의 변동을 의미하며 수요의 분산
을 설명한다[8, 9, 13].

<Figure 2>의 공급 사슬에서 각 티어 간의 주문량은
Strozzi et al.[12] 모델에서 제시한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
한다. 본 연구의 실험 모델에서 얻어진 각 티어의 재고량
데이터와 Strozzi et al.[12] 모델에서 얻어진 각 티어의
재고량 데이터에 대한 동일성이 검증되어 딥러닝 실험에
사용한다. <Figure 2>의 공급 사슬 모델의 재고량 계산을
위해 사용된 수식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Strozzi et al. 
[12]을 참조한다.

4. 실험 및 결과 분석

<Figure 2>의 Factory, Distributor, Wholesaler, Retailer로
구성된 각 티어에서 수집되는 재고량은 식 (1)로 표현되는
고객 수요에서 수요의 추세를 의미하는  값을 -0.6, -0.3, 
0.0, 0.3, 0.6으로 변화시키면서 얻어진 600주 동안의 시계
열 데이터이다. 수집된 학습 데이터의 크기는 12,000(4티
어×5개 값×600주)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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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and Results of Deep 

Learning Model

network
batch 
size

learning 
rate

result

stop
(Epoch)

accuracy

Seq-DNN

1
0.001 24 0.975

0.892

0.933

0.01 22 1.000
0.1 23 0.700

5
0.001 28 0.950

0.9750.01 40 1.000
0.1 25 0.975

LSTM-RNN

1
0.001 92 0.900

0.492

0.558

0.01 34 0.325
0.001 51 0.250

5
0.001 119 0.825

0.6250.01 64 0.775
0.1 36 0.275

Conv1D-
LSTM

1
0.001 65 0.900

0.683

0.613

0.0l 57 0.250
0.1 65 0.900

5
0.001 98 0.900

0.5420.01 44 0.300
0.1 44 0.425

검증 데이터는 딥러닝을 통해 학습 데이터가 정확하

게 학습되었는지를 평가하면서 기존에 학습되지 않은 새

로운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동시에 평가되도록 구성한

다. 검증 데이터의 크기는 학습에 사용된 학습 데이터 전
체와 학습 데이터 수집에 사용했던 동일한 조건에서 새

롭게 얻어진 데이터로 구성하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므
로 검증 데이터의 크기는 학습 데이터의 2배인 24,000개
이다.
학습 및 검증을 위해 사용되는 딥러닝 모델에서 은닉

층의 활성화 함수는 lelu를 사용하고, 주어진 실험이

Factory, Distributor, Wholesaler, Retailer를 판별하는 문제
이기 때문에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는 다중 분류(multi 
classification) 문제에 적용되는 softmax를 사용한다. 오차
(loss) 함수는 다중 분류 문제에 적용되는 범주형 교차 엔
트로피(categorical cross entropy)를 사용하며, 최적화를
위한 경사하강법(gradient method)은 adam을 사용한다. 종
료 조건(stopping condition)은 검증 데이터의 손실값(loss 
value)이 20세대(patience = 20) 동안 연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멈추도록 설정하고 epoch는 400으로 가정한다. 고
정되는 파라미터 값은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beta1 = 0.9, 
beta2 = 0.999, eps = 1e-08로 설정한다[2]. beta1 및 beta2
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모멘트 추정치에 대한 지수 붕괴

율이다. eps는 0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매
우 작은 수이다. 

Seq-DNN 모델의 활성화 함수는 relu → softmax로 구성
하였고, LSTM-RNN 모델의 활성화 함수는 relu → LSTM 
(tanh) → softmax로 구성하였고, Conv1D-LSTM의 활성화 
함수는 relu → Dropout(0.5) → Conv1D(padding, relu) →
MaxPooling1D → LSTM(tanh) → softmax로 구성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험에 사용되는 딥러닝 모델

은 Seq-DNN, LSTM-RNN, Conv1D-LSTM이며, 다음의
<Table 1>은 3개의 딥러닝 모델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

및 파라미터값에 따른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1>은 배치 크기가 1과 5, 학습률이 0.001, 0.01, 

0.1일 때 Seq-DNN, LSTM-RNN, Conv1D-LSTM 모델에
대한 종료 시점과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Seq-DNN은
배치 크기가 5일 때의 정확도가 0.975로 1일 때의 정확도
보다 높고, 전체 정확도 평균은 0.933이다. LSTM-RNN은
배치 크기가 1일 때의 정확도가 0.492이고 5일 때의 정확
도가 0.508로 5일 때의 정확도가 더 높고, 전체 정확도 평
균은 0.500이다. Conv1D-LSTM은 배치 크기가 1일 때의
정확도가 0.683이고 5일 때의 정확도가 0.525로 1일 때의
정확도가 더 높고, 전체 정확도 평균은 0.604이다. 

<Table 1>의 정확도 비교 분석에서는 기본형 딥러닝 모

델인 Seq-DNN이 가장 우수하고, 다음은 Conv1D-LSTM
이고, LSTM-RNN이 가장 낮다. 배치 크기 비교 분석에서
는 Seq-DNN 및 LSTM-RNN은 배치 크기가 5일 때가 1일
때보다 우수하고 Conv1D-LSTM은 배치 크기가 1일 때가
5일 때보다 우수하다. 학습률 비교 분석에서는 학습률이
0.001일 때가 Seq-DNN, LSTM-RNN, Conv1D-LSTM의 경
우에 전반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며, Seq-DNN 모델
에서는 배치 크기에 상관없이 학습률이 0.01일 때 정확도
가 100%로 가장 우수하다. 종료 시점 비교 분석에서는 기
본형 딥러닝 모델인 Seq-RNN이 LSTM-RNN 및 Conv1D- 
LSTM 모델보다 전반적으로 이른 시간에 종료됨을 알 수
있다. 
딥러닝 모델이 종료 조건에 의해 정확하게 종료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의 <Figure 3>은 Seq- 
DNN 모델에서 배치 크기가 1이고 학습률이 0.001일 때
종료 조건 patience=20에 따른 에포크(epoch) 변화를 보
여준다. 검증 데이터의 손실값(Testset_loss)이 3번째 에

포크에서 0으로 떨어져서 20 에포크 동안 계속해서 개선
되지 않아 22 에포크에서 종료된다. 검증 데이터의 정확
도(Testset_acc)는 3번째 에포크에서 1.0이 되어 변동되다
가 13번째 에포크부터는 지속해서 1.0을 유지하다가 22 
에포크에서 종료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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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 Loss Value and Accuracy of Seq-DNN(batch size 

= 1, learning rate = 0.001)

5. 결론 및 추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공급 사슬의 각 티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이지만 어떤 티어에서 발생하는지를 공개하지 않은 재고
량 데이터를 딥러닝 기법을 통해 데이터가 발생한 티어
를 찾아내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급 사슬의 각 티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기본적
으로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
터 분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딥러닝 모델 LSTM- 
RNN을 적용하였다. 2차원 데이터의 이미지 분석에 효과
적이라고 알려진 CNN이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추출하
는 데 장점이 있어서 LSTM과 결합한 Conv1D-LSTM 모
델도 적용하였다. 그리고 기본형 딥러닝 모델 Seq-DNN
도 같이 적용하여 어떤 딥러닝 모델이 공급 사슬의 티어
판별에 가장 효과적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한 결과는 기본형 딥러닝 모델인 Seq-DNN이

시계열 데이터의 분석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LSTM- 
RNN 및 Conv1D-LSTM보다 정확도는 더 우수하고 종료
시점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eq-DNN이
배치 크기 및 학습률과 관계없이 다른 모델들보다 더 우수
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각 모델에 대해 실험을 하기 전에는 LSTM-RNN 또는

Conv1D-LSTM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줄 것으로 예측하
였으나 기본형 딥러닝 모델인 Seq-DNN이 동일한 조건
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
용하는 딥러닝 모델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특성 및 구조
또는 다른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과제는 데이터의 특성 및 구조가

모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전 단계의 연구로서 LSTM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

여주는 양방향(bidirectional) LSTM 모델을 적용하여 단
방향 LSTM 모델, 기본형 RNN 모델(SimpleRNN) 및 기
본형 딥러닝 모델의 성능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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