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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pplier selection proces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renas of production and logistics management for 

many companies. This study explores the application of the analytic network process (ANP) approach for the 

evaluation of suppliers based on several different evaluation criteria. The ANP approach in this study is capable 

of providing priorities of suppliers that capture network relationships among several evaluation criteria which 

are not independent.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value to practitioners by providing a generic model for 

supplier selection. In addition, for researchers, it demonstrates further research possibilities for more complex 

decision making problems using ANP.

1. 서  론†

우수한 공급업체의 선정은 구매 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제품의 품질, 가격, 제조 

유연성, 납기 준수 능력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

대한 의사결정이다(Goffin 외 2인, 1997; Ghobadian 

외 2인, 1993). 따라서 우수한 공급업체의 확보 및 효

율적인 공급관계 관리가 중요한 전략적 요인으로 부각

됨에 따라 기업의 공급사슬관리 활동 중에서도 우수한 

공급업체의 선정 및 관리는 기업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원재료 및 부분품 등의 구

입비용이 제조원가의 70~8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

으며, 판매수익의 상당한 부분이 이를 위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Tracey and Tan, 2001; Heizer and Re 

nder, 2001). 이에 따라 기업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외부 공급업체들에 의해 공급되는 원재료 및 부분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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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격과 품질, 유연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

언은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는 다수의 평

가기준으로부터 다수의 선택대안들을 평가해야 하는 

전형적인 다 기준 의사결정(multiple criteria decision 

making; MCDM) 문제의 한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이러한 다 기준 의사결정 문제는 가격, 품질, 유연성, 혁

신능력 등의 유형, 무형의 판정기준들을 다루고 있어 

그간의 주된 연구문제는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정량적 

측정치를 사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유

형, 무형의 판정기준 들을 함께 고려하기 위하여 그간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 확률통계적 방법, 계

층적 의사결정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등 다양한 접근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 중 가장 널

리 쓰이는 AHP는 하나의 문제를 여러 계층구조를 가지

는 다수의 수준으로 분해하고 각 수준에 존재하는 상호 

독립적인 각 의사결정 요소들에 대하여 각 대안들을 평

가함으로써 매우 구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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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한 공

급업체의 선정 평가 문제에서 특정 평가기준에 대한 평

가치는 다른 평가기준들에 대한 평가치와 상호 관련성

이 존재하여 AHP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평가기준

들이 독립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평가기

준으로 공급업체의 자체혁신 능력이라는 요소가 있다

고 하면 이는 해당 공급업체의 또 다른 평가기준인 납

품능력의 향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또한 구매업체의 주문수량 변경에 대응하는 

능력 등을 나타내는 조직의 유연성이라는 평가기준의 

평가치가 높은 공급업체는 이로 말미암아 또 다른 평가

기준인 제품의 가격의 증가를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

이다. 이처럼 다수의 평가기준들 간에는 상호관련성이 

존재하며 이는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 반영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다양한 판정기준을 지닌 상태에

서 공급업체의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 모형으로 네트워

크 의사결정 분석기법(analytic network process: ANP)

을 이용하여 다수의 평가기준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투

영시키고자 한다. ANP는 가장 널리 알려진 MCDM 방

법들 중 하나인 계층화 의사결정 분석기법(AHP)의 보

다 일반화 된 형태를 띄고 있다(Saaty, 1996). ANP는 

AHP의 계층 구조를 네트워크 구조로 대체함으로 인해 

보다 복잡한 요소들간의 상호관계를 허용함으로써 본 

연구의 공급업체들과 평가기준들 간의 상호관계를 측

정함으로써 최종의 각 대안 별 선호도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자사의 요구에 맞는 우수

한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유

형, 무형의 요인들을 기존의 문헌 연구를 통하여 규명

하고 이들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도출하여 공급업체의 경쟁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할 수 있는 본 평가모형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상의 기업에서 종사하는 어느 의사결정자가 특정 단

일품목을 구매할 때 고려 대상인 네 개의 공급업체들을 

평가하는 사례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모형을 설명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실무자들에게는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일반적인 모형을 제공하고 연구자들에게는 기존

의 MCDM 방법론과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연구의 가능

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의 이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절에서는 

본 연구의 기본 방법론인 ANP에 대해 알아보고, 제 3

절에서는 공급업체의 선정 평가를 목적으로 구성된 

ANP 모형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제 4절에서는 가

상의 기업을 통한 본 평가모형의 적용사례에 대해 자세

히 기술하고 제 5절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2. 네트워크 분석과정

ANP는 가장 널리 쓰이는 다 기준 의사결정 기법 중 

하나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Saaty, 

1980)보다 일반화된 형태로 역시 Saaty(1996)에 의해 

개발되었다. AHP는 하나의 문제를 여러 계층구조를 가

지는 다수의 수준으로 분해하고 각 수준에 존재하는 각 

의사결정 요소들이 상호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ANP는 이러한 AHP를 의사결정 요소간 의존

(dependence)과 피드백(feedback)을 내포하는 다른 

문제로 확장시킨다. 이와 같은 개념의 확장은 문제 내

에 존재하던 계층 구조를 네트워크 구조로 대체함으로 

인해 의사결정 요소(기준)들간의 복잡한 상호관계성을 

포함하게 만든다(Meade and Sarkis, 1999). 최근 품질 

(Bayazit and Kar pak, 2007), 로지스틱스 (Jhankharia 

and Shankar, 2007), 구매 (Demirtas and Ustun, 2007), 

전략 (Yuksel and Dag deviren, 2007), 생산 (Lin, Chiu, 

and Tasi, 2007), 프로젝트 (Cheng and Li, 2005), 제품

디자인 (Wei and Chang, 2007) 등을 위한 의사결정 문

제에 이러한 ANP의 적용사례들을 볼 수 있다.

ANP의 적용과정은 다음의 주요 4단계를 거치게 된

다(Saaty, 1996; Meade and Sarkis, 1999). 

2.1 네트워크 모형의 구축

먼저 당면한 의사결정 문제를 여러 군집(cluster)에 

대응하는 여러 개의 노드(node)를 지닌 네트워크의 형

태로 구축한다. 한 군집 내에 속한 의사결정 요소(기준)

들은 다른 군집에 속한 요소 혹은 요소들에 영향을 끼

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관계를 방향을 지닌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같은 군집 내에 속한 여러 요소들간

에도 상호영향관계를 가질 수 있다.

2.2 쌍대 비교 및 선호도 벡터 생성 

각 군집 내의 요소들은 다른 군집의 한 요소에 미치

는 그들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쌍대 비교된다. 쌍대 비

교 및 선호도 벡터를 구하는 방식은 AHP에서의 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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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초행렬의 구조 (개 군집의 경우)

동일하다. 번째 요소에 대한 번째 요소의 상대적 중

요도인 의 값은 1점에서 9점 사이의 한 값으로 표현

되며 1점은 동등한 중요성을, 9점은 극도로 보다 중요

함을 나타낸다. 번째 요소에 대한 번째 요소의 상대

적 중요도인 는 의 역수 값(  )으로 나

타내어 진다. 또한 번째 요소에 대한 번째 요소의 상

대적 중요도인 는 1의 값을 갖는다. 이러한 상대적 

중요도들은 쌍대 비교 행렬을 구성하게 되고 이렇게 구

성된 쌍대 비교 행렬로부터 국소 선호도 벡터(local 

priority vectors)를 얻기 위해 고유벡터(eigen vector) 

방법이 사용된다. Saaty(1980)는 국소 선호도 벡터의 

근사값을 구하기 위한 여러 알고리즘들을 제안하고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3단계 과정을 사용하고자 

한다. (a) 쌍대 비교 행렬의 각 열(column)의 값들의 합

계를 구한다. (b) 쌍대 비교 행렬의 각 요소를 각 열의 

합계로 나눈다. 이렇게 구해진 행렬은 정규화 쌍대 비

교 행렬(normalized pair-wise comparison matrix)로 

불린다. (c) 정규화 쌍대 비교 행렬의 각 행(r ow) 요소

들의 평균을 구한다. 이 평균은 상위 수준의 기준에 대

한 각 요소들의 상대적 선호도 (relative priorities)의 추정

치가 되고 이러한 선호도 벡터들은 모든 쌍대 비교 행

렬에 대해서 구해져야 한다.

2.3 초행렬의 생성 및 변환 

초행렬의 개념은 마아코프 체인 과정(Markov chain 

process)의 안정상태 확률을 구하는 과정과 유사하다(Sa 

aty, 1996). 국소 선호도 벡터의 값들은 초행렬()을 

구성하며 이 초행렬은 두 군집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각

각의 부분행렬의 조합으로 이루어 진다. 개의 군집을 

가지는 시스템의 초행렬 예시는  <그림1>과 같다.

는  ,  , …,로 표현된 개의 요소들을 

가지는 (=1,2,…, )번째 군집을 의미한다. 부분행렬 

는 번째 군집과 번째 군집의 관계를 나타내며 

의 각 열은 번째 군집의 한 요소에 대한 번째 군

집의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쌍대 비교에

서 얻어진 국소 선호도 벡터를 의미한다. 두 군집간에 

관계가 없을 때에는 이에 대응하는 부분행렬은 영 행렬 

(zero matrix)이다. 초행렬이 완성되면 이를 가중 초행

렬(weighted supermatrix)로 변환시켜야 한다. 가중 

초행렬의 각 열 요소들의 합계는 1이 되어야 하며 이를 

가중 초행렬의 ‘column stochastic’ 특성이라 부른다. 

‘colu mn stochastic’ 특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가중 초

행렬이 극한 초행렬(limit supermatirx)로 수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가중 초행렬은 얻는 일반적

인 방법은 각 군집에 대한 다른 군집으로의 영향력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각 군집을 대한 군집 선호도 

벡터(cluster priority vector)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열 군집에 대해 군집들 간의 쌍대 비교를 수행함으로 

인해 구해진다. 이러한 결과로 얻어진 선호도 벡터는 주

어진 군집 열에 속한 부분행렬들을 가중(weighting)하는

데 사용된다. 선호도 벡터의 첫 번째 값은 해당 열에 속

한 첫 번째 부분행렬의 모든 요소에 곱해지고, 두 번째 

값은 해당 열에 속한 두 번째 부분행렬의 모든 요소에 

곱해진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열 군집에 가중치를 부

여하여 가중 초행렬을 생성한다. 끝으로 이 가중 초행

렬에 멱수(power)를 취하여 극한 초행렬을 얻을 수 있

다. 가중 초행렬에 멱수를 취하는 이유는 초행렬의 모

든 가능한 경로를 통해 전해지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

함이다. 가중 초행렬의 각 요소 값들은 어느 한 요소에

서 상대 요소로 전해지는 직접적 영향력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 요소에 직접적 영향력을 지니는 

다른 요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러한 일차적 간접 영향력은 가중 초행렬을 자승

(squaring)하는 것을 통해 파악될 수 있고 이차적 간접 

영향력은 가중 초행렬을 삼승(cubic power)하는 것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가중 초행렬을 (2+1)멱승 시

키고 을 아주 큰 값으로 취하면 행렬의 수렴현상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때 각 행의 값들은 행렬의 모든 열

에 공통인 어느 한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 결과 형렬

이 바로 극한 초행렬이라 불리고 각 요소의 다른 요소

들에 대한 모든 간접 영향력을 파악한 것으로 간주된

다. 초행렬의 특성과 관련 이론들의 자세한 내용은 Saaty 

(1996)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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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평가내용 관련선행연구

품질 신뢰성, 품질보증 및 클레임 정책, 내구성, 적합성 Dickson(1966)  

Spekman(1988)

Nydick and Hill(1992)

Handfield(1994) 

Mummalaneni(1996)

Goffin et al.(1997)

Ittner(1999)

Kruse(2001)

Tracey and Tan(2001)

Khan(2003) 

Hwang and Chi(2005)

납품능력 긴급대응능력, 납품속도, 납기준수, 지리적 근접성

유연성 주문수량 및 내역 변경 대응능력, 설계변경 대응능력

비용 저렴한 가격, 제품 관련 총비용, 원가정보의 제공여부

혁신능력
노사관계,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열정, 신제품 설계능력, 공정기술 

혁신 능력, 기술정보의 제공여부

<표 1> 공급업체 평가를 위한 주요 평가기준 및 관련 선행연구

2.4 최종 선호도 계산 

초행렬이 전체 네트워크를 모두 표현할 시에는 극한 

초행렬의 각 해당 열에서 각 요소의 최종 선호도를 파

악할 수 있다. 만약 초행렬이 상호 영향력을 미치는 요

소들만을 포함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계산 과정이 필요

하다.

앞서 언급한 데로 ANP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다 기준 의사결정 기법이

다. ANP는 연구모형과 관련된 유형/무형의 속성들을 

다루는 의사결정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제안 방법론

3.1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ANP모형의 구축

본 절에서는 공급업체 선정 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ANP 모형을 개발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ANP 모형

의 사용 목적은 공급업체 선정 시 각 공급업체의 최종 

선호도()를 생성하기 위한 평가기준들의 가장 적합한 

가중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먼저 공급업체의 선호도를 

결정할 시 고려될 필요가 있는 평가기준들에 대한 과거 

연구문헌들을 조사하였다. 

공급업체 평가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공급업체

의 평가 시 활용되는 여러 속성 또는 특성들을 정의하

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의 공급업체 평가기준들에 대

한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대표적 평가기준들과 그들

의 관련참고자료들을 <표 1>에 정리해 보았다. 이와 같

이 공급업체 평가 요인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은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을 주요 요인으로 평가하였으나, 공급업

체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면서부터 납품능력, 

유연성, 혁신능력 등과 같은 다양한 다른 요인들을 평

가기준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품질, 

납품능력, 유연성, 비용, 혁신능력의 5가지 대표적 평가

기준들을 ANP 모형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 2>는 다섯 개의 평가기준들로 구성된 일반적

인 ANP 모형의 간단한 예시이다. 이는 ANP에서 사용

되는 네트워크 모형의 다양한 형태들 중 통제계층(cont 

rol hierarchy)의 형태를 띤 모형으로써 이는 공급업체 

선정의 최상위 목표 아래 다수의 평가기준들이 다양한 

가중치를 가지게 되는 형태이다(Saaty, 1996). 특히 이 

형태는 평가기준 수준에서 상호간의 영향력이 존재하

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림 2>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ANP 모형

즉, 한 평가기준은 다른 평가기준에 대하여 상호관련

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면, 한 공급업체

의 특정 평가기준에 대한 평가치는 다른 평가기준들에 

대한 평가치와 상호 관련성이 존재하여 평가기준들이 

독립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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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 G F P VP Priority

매우우수

(VG)
1 5 6 8 9 0.542

우수(G) 1/5 1 4 5 7 0.236

보통(F) 1/6 1/4 1 3 5 0.119

열등(P) 1/8 1/5 1/3 1 4 0.070

매우열등

(VP)
1/9 1/7 1/5 1/4 1 0.032

CR: 0.116

<표 2>. 평가기준 C1에 대한 평가범주들의 정량화

들 간의 상호관련성은 공급업체의 선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본 연구에서 AHP 대신에 ANP를 적

용하게 된 동기이다.  

3.2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ANP 모형의 적용 

절차

공급업체의 선정문제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평가

기준들 간의 가중치 설정은 공급업체 선정의 최종 목적

에 대한 다섯 평가기준들간의 쌍대 비교로부터 시작된

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섯 평가기준들에 대한 상호관

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쌍대 비교가 추가된다. 모든 형

태의 쌍대 비교가 모두 수행된 다음에는 평가기준들 간

의 상호관련성 파악을 위해 초행렬이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의 초행렬은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전제 

되어진 다섯 가지 모든 평가기준들 로만 구성되어 있으

므로 이미 column stochastic하고, 그러므로 가중 초행

렬의 형태를 이미 띠고 있다. 따라서 초행렬은 바로 극

한 초행렬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면, 평가기준 (=1,⋯ , 

)의 최종 가중치(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수식 1>

<수식 1>의 
는 공급업체 선정의 최종 목적에 대

한 평가기준 의 직접적 영향력을 의미하고 
는 평가

기준들 간의 상호관련성에 의한 안정화된 간접적 영향

력을 의미한다. 
은 다섯 평가기준들 간의 쌍대 비교 

행렬로부터 구해지며 
는 극한 초행렬로부터 구해진

다. 

다음은 각 평가기준 별 공급업체를 평가하는 절차이

다. 각 평가기준에 대하여 다수의 공급업체들을 평가하

는 문제에서도 상대적인 쌍대 비교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평가대상이 되는 공급업체의 수

가 많아지게 되면 쌍대 비교의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결코 실용적인 방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

로 이러한 경우에는 AHP나 ANP에 있어서 상대적인 

쌍대 비교 방식이 아닌 절대적인 단일 평가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다(Saaty, 1996). AHP나 ANP에서 절대적인 

단일 평가방식을 사용할 시에는 각 평가기준마다 정성

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평가범주(예를 들면, “매우 우

수”, “우수”, “보통”, “열등”, “매우 열등”)를 설정해 놓고 

각 평가기준에 대한 특정 평가대안(공급업체)를 평가하

는 방식을 따른다. 이때 각 평가기준에서 사용될 정성

적 평가범주의 정량화를 위해서 쌍대 비교 방식을 사용

할 수 있다. 

<표 2>는 한 평가기준(여기서는 C1)에 대한 평가범

주들 간의 쌍대 비교 행렬을 보여준다. 이러한 평가범

주들 간의 쌍대 비교 행렬은 원칙적으로 각 평가기준들

에 대하여 다르게 수행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설

명의 간편함을 위하여 평가기준들간 동일한 평가범주

를 사용하기로 한다. <표 2>에서와 같이 결정된 평가기

준 에 대한 공급업체 의 평가치는 로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공급업체들의 최종 선호도는 Meade 

and Sarkis(1999)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접근방식과 

유사하게 <수식 2>와 같이 구해질 수 있다. 

 







 




∙


 




∙

    <수식 2>

이는 각 평가기준과 이에 상응하는 공급업체의 평가

치를 곱하여 모든 평가기준에 대해 더하고 이 값을 정

규화하여 각 공급업체의 선호도를 상대적인 비율로 나

타낸 것이다.

4. 제안 모형의 적용 사례

공급업체 선정에서의 다양한 평가기준들에 대한 중

요도는 구매업체가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 구매업체의 

장기적인 비젼, 구매업체가 속해있는 산업의 특성 별로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공급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구

매업체의 업무 담당자들도 다양한 의견 및 철학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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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치()
평가기준( )

C1 C2 C3 C4 C5

공급업체()

A1 VG G F P VG

A2 VG G G G F

A3 G F G F VG

A4 VG VG P G F

<표 3>. 평가기준 별 공급업체의 평가결과

C1 C2 C3 C4 C5 Priority

C1 1 3 5 2 1 0.331

C2 1/3 1 2 0.5 0.3 0.106

C3 1/5 1/2 1 0.5 0.25 0.071

C4 1/2 2 2 1 2 0.235

C5 1 1/0.3 4 1/2 1 0.257

CR: 0.058

<표 4>. 공급업체 선정의 최종 목적에 대한 평가기준들 

간의 쌍대 비교 및 선호도 벡터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결정의 한 방법론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한 가상의 기업에서 종사

하는 어느 의사결정자가 특정 단일품목을 구매하고자 

할 때 네 개의 공급업체들을 평가하는 사례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방법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4.1 평가기준 별 공급업체 평가

먼저 각 평가기준들에 대하여 공급업체 별 평가를 평

가범주의 선택을 통해 수행하면 아래 <표 3>와 같다. 

이후 이 결과에 대한 정량화 된 값은 <표 2>를 통해 

로 나타내며 그 값은 이후 <표 8>에서 활용 될 것이다.

4.2 쌍대 비교 및 선호도 벡터

먼저 공급업체의 선정이라는 최종 목적에 대한 각 평

가기준들의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 다

섯 개의 평가기준들을 서로 쌍대 비교 한다. 그 결과는 

<표 4>에 정리되어 있으며 파악된 선호도 벡터의 값들

은 <수식 1>의 
을 의미하며 이후 <표 8>에서 활용 

될 것이다. 

다음으로 평가기준들간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기 위

한 쌍대 비교들이 수행된다. 본 연구에서의 ANP 모형

은 다섯 개의 평가기준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총 다섯 

개의 쌍대 비교 행렬이 구성되어야 한다. 한 예로써 평

가기준 C1에 대한 나머지 평가기준들 간의 쌍대 비교

행렬의 결과가 <표 5>에 나타나 있다. 다섯 개의 쌍대 

비교 행렬로부터 얻어진 다섯 개의 선호도 벡터들은 이

후 <표 6>의 초행렬을 구성하게 된다.

C2 C3 C4 C5 Priority

C2 1 2 3 2 0.423

C3 1/2 1 2 1 0.227

C4 1/3 1/2 1 0.5 0.123

C5 1/2 1 2 1 0.227

CR: 0.003

<표 5>. 평가기준 C1에 대한 나머지 평가기준들 간의 

쌍대 비교 및 선호도 벡터

 

4.3 초행렬의 생성 및 변환

평가기준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

된 쌍대 비교 행렬들로부터 얻어진 선호도 벡터들은 

<표 6>의 초행렬을 구성하게 되고 이 초행렬은 이미 col-

umn stochastic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바로 극한 

초행렬로 전환될 수 있다.

본 사례에서 극한 초행렬로의 수렴은   에서 달

성되었으며 그 극한 초행렬은 <표 7>에 나타나 있다. 

평가기준들 간의 상호 관련성에 의한 상호 영향력의 안

정화된 값은 본 극한 초행렬의 공통된 행 값으로 파악

되며 이 값들은 <수식 1>의 
을 의미하며 이후 <표 

8>에 사용 될 것이다. 

　 C1 C2 C3 C4 C5

C1 0 0.537 0.281 0.368 0.248

C2 0.423 0 0.14 0.096 0.106

C3 0.227 0.253 0 0.184 0.221

C4 0.123 0.095 0.08 0 0.424

C5 0.227 0.115 0.499 0.352 0

<표 6> 초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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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평가치 가중 평가치

                

C1 0.331 0.259 0.086 0.542 0.542 0.236 0.542 0.057 0.067 0.031 0.057

C2 0.106 0.175 0.019 0.236 0.236 0.119 0.542 0.005 0.006 0.003 0.012

C3 0.071 0.182 0.013 0.119 0.236 0.236 0.07 0.002 0.004 0.005 0.001

C4 0.235 0.159 0.037 0.07 0.236 0.119 0.236 0.003 0.013 0.007 0.011

C5 0.257 0.226 0.058 0.542 0.119 0.542 0.119 0.039 0.01 0.048 0.008

합계 0.106 0.1 0.094 0.089

   0.272 0.257 0.242 0.229  

<표 8>. 최종 선호도의 계산

　 C1 C2 C3 C4 C5

C1 0.259 0.259 0.259 0.259 0.259

C2 0.175 0.175 0.175 0.175 0.175

C3 0.182 0.182 0.182 0.182 0.182

C4 0.159 0.159 0.159 0.159 0.159

C5 0.226 0.226 0.226 0.226 0.226

<표 7>. 극한 초행렬

4.4 최종 선호도

공급업체들의 최종 선호도()는 <표 8>에서와 같이 

계산된다. 두 번째 열은 최상위 평가목표에 대한 평가

기준의 직접적 가중치(
 )를, 세 번째 열은 간접적 가

중치(
 )를 각각 나타낸 것이고, 네 번째 열은 이 두 가

중치를 통합한 최종 가중치(
)를 나타낸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열은 네 공급업체(A1, A2, 

A3, A4)들의 평가기준 별 평가치(, , , )

를 나타낸다. 그리고 평가기준의 최종 가중치와 각 공

급업체 별 평가치의 곱인 가중 평가치가 아홉 번째부터 

열두 번째 열까지 나타나 있다. 각 공급업체 별 모든 평

가기준의 가중 평가치 합계로부터 구해낸 정규화된 최

종 선호도()가 최종 행에 나타나 있다. 본 사례연구에

서 드러난 선호되는 공급업체는 A1, A2, A3, 그리고 

A4의 순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우수한 공급업체의 선정은 해당 기업의 유연성, 비

용, 품질, 납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

이다. 따라서 우수한 공급업체의 확보 및 효율적인 공

급관계 관리가 중요한 전략적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기업의 공급사슬관리 활동 중에서도 우수한 공급업체

의 선정 및 관리는 기업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하

여 고려되어야 하는 유형, 무형의 평가기준들을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파악하고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

출하여 공급업체의 경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

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 기준 의사결정 기법

들 중의 하나인 ANP 모형을 통해 평가기준들 간의 상

호 관련성을 파악하여 평가기준들의 가중치에 투영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연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향후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

한 모형의 발전 및 검증에 대한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본 방법론에서 사용된 ANP 모형은 모

든 가능한 요소들과 평가기준들을 다 고려하고 있지 못

하다. 즉, 의사결정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추가적인 

요소들의 고려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

서는 단지 단일 수준의 평가기준들간의 상호의존관계 

만을 고려했으나 공급업체의 선정 문제는 다수의 계층 

수준의 평가기준들이 존재할 수 있고 수준이 다른 평가

기준들 간의 상호관련성 또한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복잡한 구조를 지닌 수정된 모형은 보다 

정교한 내부 평가 요소간의 관계를 투영할 수 있을 것

이다. 뿐만 아니라 쌍대 비교를 통해 표현되는 의사결

정자들의 선호도 결정에 대해서는 퍼지 이론(Fuz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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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을 접목함으로 인해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대한 

애매모호함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으로의 추가적인 의사결정 기법과의 접목을 통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들은 ANP를 보다 매력적인 다 기

준 의사결정 기법들 중의 하나로 발전 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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