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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블록체인과 제품 추적
: 호혜적 솔루션
참고ｌ‘Blockchain and package tracking: a win-win situation!’, Finextra, 2017. 6. 11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어 상호 통신망을 형성하는 배송 업체는 거의 없으며, 이는 실시간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큰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임”
“블록체인을 이용한 제품 추적은 고객들 그리고 우체국 모두에게 이점으로 다가올 수 있음”

개요
우수한 보안 특성을 가진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산업에서 가격하락과 최적화 및 속도 개
선을 가능하게 할 것임
 배송 업체들의 네트워크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부상하고
있음
 우수한 보안 특성을 가진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관리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제고할 수 있음
 미국과 캐나다, 호주, 러시아 등 주요국은 우체국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모색
하고 있음

블록체인 기술, 배송 업체 간 네트워크의 해결책으로 부상
오늘날엔 많은 이들이 온라인 구매를 자주 하고 있으나 오랜 시간 동안 배달을 기다리는
것은 구매자로 하여금 실망감을 느끼게 함
 이러한 실망감은 우편 업무나 택배회사의 배송 과정에서 벌어지는데, 업무, 여가 등의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택배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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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이웃을 통한 물품 수령, 재배송 안내 통지 또는 담당사무실 방문을 통한 우편 수령의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유력한 해결방안으로 블록체인이 부상하고 있음
특히 관련한 문제의 경우 해외 구매 시에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이는 배송업체들의 네트
워크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해외 구매의 경우 배송과정이 더욱 복잡한데, 이는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추가적인 요금이
발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각 배달 업체들이 통일되지 않은 자사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원활하게 배달을 이루기 위해
자국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어 상호 통신망을 형성하는 배송
업체는 거의 없어 실시간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큰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임

물류 관리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제고하는 블록체인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블록체인은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 택배 서비스를 효율
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블록체인은 △분산적, △공개적, △효율적, △비용 절감, △안정성 등의 특징을 가진 기술로,
현재 택배 및 배달 업체들이 겪고 있는 신원 확인, 물류, 제품 추적 등과 같은 요소를
개선함으로서 다양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음
 특히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택배 서비스 업자들과 배달 업체들은 오프라인 신원과 디지털
신원을 동시에 변경이 불가능한 원장(immutable ledger)에 저장함으로써 물품을 본인에게
직접 배달해야하는 경우에 꼭 필요해지는 ‘신원 확인’이라는 불편한 요소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음
또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신원 확인은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이전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나 생체 인식 식별을 이용하였지만, 이젠 가상의 신원을
고객의 주소와 연결하여, 블록체인을 통해 배달 업체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할 것임
 사용자는 이러한 신원들을 다른 보안성이 높은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계약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블록체인의 보안 특성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센서 등을 이용하여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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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을 증대할 수 있음
 다양한 장치를 이용한 구매가 행해짐에 따라 블록체인의 분산적인 확인과 제어 시스템은
각 장치들에게 안전하게 데이터를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블록체인을 이용한 장치 관리는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을 개선시킬 수도 있으며, 전체적인
시스템에 요구되는 유지비를 낮출 수도 있을 것이고 효율성 역시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의 이용은 배송하는 물품의 확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각 우편물이
작은 센서를 내장하고 있다면 각 운송 단계에서 파트너들끼리의 관리 연속성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세관에서의 통관 수속 역시 속도가 향상될 것이며, 지불, 물류, 택배를 모두 아우르는
하나의 통합적인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임

주요 선진국, 우체국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의 가능성 모색
현재 미국, 캐나다, 러시아, 호주의 우체국 모두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접근하고
있는 추세로, 이들은 제품 추적뿐 아니라 블록체인의 다른 응용 방법도 모색하고 있음
미국 우체국은 "Blockchain Technology: Possibilities for the U.S. Postal Service"
라는 보고서를 작년에 발표한 바 있으며, 여기서 공공의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미 감찰감실(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에서 발간된 이 보고서는, USPS에서 신원
확인, 공급 사슬, 장비 네트워크 및 암호화된 화폐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 추진을 추천한
바 있음
 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체국과 국토안보부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신원 관리의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 중이며, 미국 우체국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개별적인 암호화 화폐 플랫폼인 "Postcoin"을
추진하고 있음
캐나다 우체국은 인증서비스 등의 소셜 네트워크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캐나다 우체국은 "The Way Forward for Canada Post"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디지털 통신 기반 시설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개설함으로서
우체국의 역할을 확장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정부 운영 및 추계 상임 위원회의 의장인 하원의원 Tom Lukiwski는 “캐나다 우체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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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민을 위한 인증 서비스, 이메일과 블록체인를 제공함으로써 캐나다 소셜 네트워크를
설립하기 위해 결정적이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음
호주 우체국은 다양한 블록체인 도입 방법을 모색하면서, 신원, 기록과 전자식 투표 시스
템에서의 블록체인 도입을 실험하기 시작함
 특히 디지털 신원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가속화에 대비하기 위해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개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물리적인
과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임
 또한 호주 우체국은 개인정보를 공개된 원장에 올렸을 때, 해커들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개의 보안키를 도입해 개인의 신원 조회를 위해서 하나의 보안키를
제공하고 여분의 보안키는 정부가 맡아두는 형식의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러시아 우체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소포배송의 현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블록체
인 기술을 제품 추적 서비스에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러시아 우체국의 Shiskov는 “원격지에서 구매된 제품을 배달하는데 많이 쓰이는 소포 배달은
가장 첫 번째로 현대화될 것”이라며, “블록체인의 도입은 보다 투명한 소포 움직임을 제공할
것이며, 구매과정에서 고객들의 신용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힘

블록체인 기술이 이끄는 물류 산업의 가격하락과 속도개선
블록체인을 이용한 효과적인 제품 추적으로 서비스 가격의 하락과 최적화 및 속도개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블록체인을 이용한 제품 추적은 고객들 그리고 우체국 모두에게 이점으로 다가올 수 있음.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언제나 제품 추적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배송과정은 이전보다 더 투명하게 될 것임
 배달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특정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기록될 것이며, 예상치 못한
관세가 발생한다면 이를 공지하기 위해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임
 우체국 입장에서 블록체인은 제품 추적을 위해 만들어지는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하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서비스 가격 역시 하락할 것이고, 최적화와
심지어 속도 개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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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동향
트럭산업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
: 대형 차량 과다
참고ｌ‘Trucking Industry’s Tale of Woe: Too Many Big Rigs’, The Wall Street Journal, 2017. 5. 12

개요
美 중고 대형트럭의 가격 하락이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수송 수요 회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
 중고 대형 화물 트럭 가격의 하락으로 운송시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대형 화물 트럭은 운행 후 3~5년 후에 중고시장에서 매물로 나오게 되는데, 최근의 중고
트럭 가격하락으로 운수업체들의 회계 실적이 악화되고 있음
 최근 2년간 중고시장에서 대형 트럭 가격은 22% 하락하였으며, 일부 회사들은 보유차량을
중고시장에 매물로 내놓고 있음
 최근 중고시장에서 매물 가격의 하락세는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수송 수요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주요 내용
중고 대형 화물 트럭 가격의 하락으로 운송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중고 대형 화물 차량의 가격 하락이 그렇지 않아도 암울한 운송 시장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음
 몇 년 전 운송시장의 호황에 기대어 확대된 대형 화물 트럭 시장이 뒤이은 제조업과 수입
화물 물량 부진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음
대형 화물 트럭은 운행 후 3~5년 후에 중고시장에서 매물로 나오게 되는데, 최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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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트럭 가격하락으로 운수업체들의 회계 실적이 악화되고 있음
 대형 화물 트럭들은 일반적으로 50만 마일 정도 주행한 이후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급등하기
때문에, 운수업체들은 대형트럭을 구매 후 3~5년 정도 운행하고 중고 시장으로 차량을 넘기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현재의 운송회사들은 2015년 경기침체 이후 중고 차량 가격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회사들은 노후된 차량을 중고 시장에 파는 것만으로
는 그들의 자산을 유지하지 못하고, 보유한 차량 가격보다 더 많은 장부상 부채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에 대해 Swift Transportation, Knight Transportation, Werner Enterprises
등의 대형 운송 업체들은 최근 화물량이 회복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의
불황이 그들 사업의 악화를 이끌고 있다고 언급함
최근 2년간 중고시장에서 대형 트럭 가격은 22% 하락하였으며, 일부 회사들은 보유차량
을 중고시장에 매물로 내놓고 있음
 J.D.Power Valuation Service의 조사에 따르면, 중고 시장에서 최근 2년간 Class 8의 대형
트럭의 평균 소매가격은 약 2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화물차 10,000대 보유 시
1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규모로 해석될 수 있음
 일부 운송회사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차량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중고 시장에 매물로 내놓고
있으며, 이는 중고차 시장에서 시세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최근 중고시장에서 매물 가격의 하락세는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수송 수요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최근 중고시장에서 매물 가격의 하락세는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J.D.Power의
애널리스트 Chris Visser는 대형차량의 중고차 시장 공급은 202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견
했으며, 수송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중고차 시세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함
 이처럼 차량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일부 운송 회사들은 하락한 중고시세를 회계장부에 반영하
고 있음
 이들은 호황기의 수입원이던 대형 수송 차량을 불황기인 현재 중고시장에서 매각함으로써
자산 대비 매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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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동향
일본우편, 물류혁신 목표로
벤처기업과 협업 개시
참고ｌ‘次世代郵便をベンチャーとつくる
2017. 9. 5

日本郵便の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プログラム開始’,

ASCII,

개요
일본우편(Japan Post)과 창업지원 회사인 사무라이 인큐베이트(Samurai Incubate)는
벤처기업·스타트업과 연계해 우편 및 물류 新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음
 이들은 스타트업으로부터 신사업에 관한 제안을 모집하고 유망한 기업에는 출자를 검토할
방침으로 드론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우편물 감소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사업 환경을 타개한다는 방침임
 양사는 이미 협업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을 공모하는 전용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우편물이나
택배 관련 화물을 배달하는 ‘라스트 원마일’을 새로운 기술로 혁신할 수 있는 제안을 모집해
나갈 예정임
 구체적으로는 ①드론이나 로보틱스를 활용한 새로운 배송 ②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
(IoT)을 활용한 물류의 효율화 ③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등임

주요 내용
후쿠다 세이키(福田聖輝) 일본우편 부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우편사업을 시작한
이래 그 시대에 맞는 효율화 구조를 도입해 왔지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혁신적 기술은 스타트업 기업이 개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음
 이어 후쿠다 부사장은 “우리가 가진 풍부한 경영자원과 스타트업의 혁신적 기술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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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자산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음
 일본우편은 앞으로 대처할 테마에 맞게 자사가 보유한 하루 약 3,000만 곳으로의 우편배달과
약 14만 대의 우편사업용 차량, 약 18만개의 우체통, 약 2만 4,000곳의 우체국 등의 자산을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실험의 장으로 제공할 예정임
양사가 진행한 첫 번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POST LOGITECH INNOVATION
PROGRAM’으로 일본우편은 10월 하순 채택기업을 3개사 정도 결정할 예정임
 응모 가능한 대상은 법인등기를 마친 곳으로 사업 단계는 관계없지만 상품을 만들고 진행하는
데 참여할 개발자 멤버가 있어야 함
 메인 테마는 ‘다양해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지역 커뮤니티를 고려해 우편·물류의 라스트
원마일을 기술로 혁신한다’임
 이와 관련한 상세한 테마는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우편·물류구조 실현 ’ ‘기술을 활용한
우편·물류의 관리, 배송업무 효율화 실현’ ‘우편·물류 자원을 활용한 기존 분야를 초월한
새로운 서비스’ 등 3가지임
채택된 기업에는 일본우편의 간부와 사무라이 인큐베이터가 보유한 인맥이 기획, 운영,
실시 등에 관한 멘토로 나서게 되며, 구체적인 협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에는 양
사가 출자를 검토하게 됨
 또한 공모에서 채택된 기업들은 연내에 실증실험을 거쳐 2018년 1월 하순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갖게 되는데, 성과가 우수한 기업들은 사업화를 위한 테스트 마케팅을 실시하게 됨
 사무라이 인큐베이터의 사카키바라 겐타로(榊原健太郎) 대표이사는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 “유행을 타는 단기적 성격을 버리고 사내에서 권한을 가진 이들이 진심으로 대처할 필요
가 있다”고 지적했음
일본우편의 우편·물류사업은 2016년도에 120억 엔의 영업흑자를 기록했지만 우편물 감
소와 인력부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이로 인해 올 6월에는 엽서 가격을 10엔 인상했으며 개인을 대상으로 한 택배서비스 요금을
2018년 3월 100∼200엔 정도 인상할 방침임
 동사는 우편과 물류사업을 수익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하에 거액을 투자해 호주의 대형
물류회사인 톨 홀딩스(Toll Holdings)를 인수했지만 실적 부진으로 약 4,000억 엔을 감손(減
損)처리했으며 M&A를 통한 성장전략을 수정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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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동남아, 국경 넘는 물류망
정비작업 가속화
참고ｌ‘東南ア、越境物流網の整備加速 メコン４カ国、18年関税撤廃で’, 日本經濟新聞, 2017. 9. 2

개요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국경을 넘는 월경(越境) 물류망 정비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
데 2018년에는 태국과 미얀마·라오스 간 교량과 베트남·캄보디아 간 고속도로 등이
잇따라 착공되거나 완성될 예정임
 지난 2010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6개 국가가 교역 상품의 99%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
가운데 2018년에는 메콩지역 후발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관세 철폐가
예정되어 있어 기업의 서플라이체인 효율화는 더욱 절실한 상황임
 메콩지역의 물류망 정비작업이 가속화되면 물류수요도 확대될 전망으로, 이러한 수요를 선점
하기 위해 글로벌 물류회사인 DHL은 메콩지역 4개국에서 오는 2020년까지 5,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임을 밝혔음

주요 내용
일단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태국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 ‘남부경제회랑((Southe
rn Economic corridor)’ 보수 공사는 7월로 종료됐음
 프놈펜에서 동쪽 메콩강으로 가는 교량을 연결하는 국도 56㎞구간 공사는 12년간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번 공사로 소요시간은 약 50분으로 이전의 절반으로 줄었으며,
 또한 베트남-캄보디아 양국 정부는 4월 호치민시와 프놈펜을 연결하는 195㎞의 국도를 고속도
로로 재정비하는 구상에 대한 각서를 체결했음
 남부경제회랑은 베트남 남부 호치민, 프놈펜, 방콕을 연결하는 메콩지역의 대동맥으로 도로
주변으로 공업지역이 형성되고 있어 앞으로 국경을 넘는 물류수요도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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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되고 있음
한편 산업집적지인 태국을 중심으로 한 물류 네트워크 개선작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태국
서부 메소드(Measod)와 미얀마 동부 미아와디(Myawaddy)간에는 국경을 건너는 2번째
‘제2우호교(友好橋)’가 늦어도 2019년 개통될 예정임
 여기에 태국과 라오스 간에도 메콩강을 건널 5번째 다리를 건설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음
 동남아 각국의 경제발전과 인프라 정비를 배경으로 역내 무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태국의
경우, 역내(域內) 4개국과의 무역액(육상운수 이외에도 포함)은 2016년 318억 달러로 2010
년 대비 3.2배로 늘어났음
이러한 동남아 지역의 산업입지 확산과 도로인프라 개선으로 선진국 물류회사들 역시 국
경을 넘는 트럭 수송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음
 DHL은 2020년까지 메콩지역 4개국에서 5,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며, 이후 역내 종업원
은 약 40% 증가한 1만 7,000명 규모에 이를 전망임
 또한 연내에는 미얀마에 본격 참여할 예정으로, 확대되는 물류수요를 흡수해 역내 매출을
年 10%씩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미얀마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독자 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한 사업 인가를 받은
상태로 2020년까지 150대 규모의 트럭을 운행할 계획임
 여기에 일본통운(日本通運)은 2017년 방콕-하노이 간 여러 화주의 화물을 통합해 운송하는
혼재형(混載型) 정기편 운행을 시작했음
메콩강 유역에 위치한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 5개국은 ‘육상의 동남
아국가연합(ASEAN)’으로도 불리며 있으며 인구는 약 2억 5,000만 명으로 2016년까
지 지난 10년간 명목 역내 총생산액은 2배로 증가했음
 메콩 지역의 ‘경제회랑’ 정비작업은 2000년을 전후로 시작됐으며 아세안경제공동체(AEC)
발족을 앞두고 있던 2015년까지 동서, 남부, 남북의 3개 회랑의 주요 부분이 완성됐음
 앞으로는 정체 해소, 4차선으로 도로 정비, 고속도로 정비 등 인프라의 질적 고도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임
 월경 물류의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월경교통협정(CBTA) 비준절차도 2015년 미얀마를
마지막으로 완료된 가운데 2018년 메콩지역 후발 4개국의 관세가 철폐되면 하드웨어·소프트
웨어 양면에서 진행된 인프라 정비 작업은 메콩지역의 경제통합을 가속시킬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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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보고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한
화물 운송 산업의 변화
참고ｌ‘Digital platforms in freight transportation’, Arthur D.Little, 2017. 8.

“디지털화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가격 하락은 물론이고 제품의 차별화와 비즈니스 모델 재정
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들을 열기 시작하였음”
“이는 기존 서비스 제공자들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이는 산업 경험과 브랜드 명성, 그리고
광범한 가치 사슬의 범위를 통해 장점을 미리 얻을 수 있기 때문임”

개요
디지털 화물 플랫폼은 기존 업체들이 특정 분야에서 우위를 잃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
게 될 것임
 물류와 운송 산업에서 디지털 화물 플랫폼은 변화의 원동력을 작용할 전망임
 새로운 영역인 디지털 물류 플랫폼에 소수의 선구자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디지털 플랫폼의 대두가 기존 서비스업체들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기존 업체들이 특정
분야에서 우위를 잃게 될 것은 분명함

주요 내용
물류와 운송 산업에서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가격 하락, △제품의 차별화,
△비즈니스 모델 재정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들을 열기 시작하는 등 산업 내에 변화의 바
람이 불고 있음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은 ‘디지털 화물 플랫폼’인데, 현재까지는 시장 부분에만 좁게 집중되
어 있는 관심 덕분에 이들의 잠재력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산업 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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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 것처럼 물류 및 운송 산업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임
물류 및 운송 산업을 주도하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새롭게 경쟁 대열에 등
장함
 특히 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최근에는 기존
공급자들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반응을 보이는 추세임
 각 물류 기업들이 경쟁 대열에 뛰어든 시점은 각기 다를 뿐 아니라, 한편에는 아직도 ‘물류의
디지털화’라는 이 새로운 분야에서 경쟁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도
존재함
 디지털화와 직면한 현재의 상황에서 오직 소수의 공급자들만 일관성 있고 우수한 발상에
기초한 디지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으며, 다수의 다른 기업들은 단지
그들을 모방하는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음
 이미 디지털화로 인해 실적을 개선한 회사들이 있고, 현재 업계는 디지털 플랫폼들로 포화
상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체들은 새로운 디지털 화물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으로만은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임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기존 경쟁자들은 이미 새로 등장한 유망한 회사들과 협력 관계를
맺었거나 합병을 하였기 때문에 기업 인수 합병 및 협력 기회 역시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물류 서비스 업계는 사실상 누구나 경쟁에 참가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경쟁
자들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물류 서비스 제공자들이 선택 가능한 전
략적인 선택이 줄어들고 있음
 이는 기존 서비스 제공자들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이는 산업 경험과 브랜드 명성,
그리고 광범한 가치 사슬의 범위를 통해 장점을 미리 얻을 수 있기 때문임
 반면, 디지털 플랫폼의 개척자들은 △최첨단 기술, △보다 지능적인 문제 해결 방법, △더
민첩한 구조의 형태를 갖추고 경쟁에 임할 것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들이 산업의 변모를 꾀할 수 있는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물류 서비스 제공자들이 특정 분야에서 우위를 잃게 될 것은 타당한
예측이지만, 이들은 아직 성공을 지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역풍을 맞지 않고 그들의 기업을 안전지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상황에 알맞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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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술개발지원센터

http://lotech.koti.re.kr

기관․ 행사동향
행사명

주요 행사 개요

북미 지역 160여개의 물류 기업과 언론
등이 참여하는 물류 기술 박람회 및
학술 컨퍼런스

Cargo Logistics
Canada Expo &
Conference

2018.2.6
~
2018.2.8

캐나다,
Vancouver

http://cargologisti
cscanada.com/

3PL에 의해 주도되는 역물류 관련 혁신
사례와 사례 연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컨퍼런스와 관련 기술 엑스포

Reverse Logistics
Conference &
Expo

2018.2.6
~
2018.2.8

2018.2.22
~
2018.2.24

인도,
Mumbai

http://globallogist
icsshow.com

의약품, 식품 등 콜드체인 수송 체계의
최신 동향을 점검하는 국제 컨퍼런스

Global Forum
CANADA.18

Las Vegas

http://rltshows.co
m/vegas.php

RFID 등 화물 추적 시스템, 이동통신
시스템 및 ERP 등 정보 관리 시스템에
중점을 둔 인도 물류 기술 전시회

Global Logistics
Show

미국,

2018.2.26
~
2018.3.1

캐나다,
Toronto

https://www.coldc
hainpharm.com/

16회를 맞는 물류 전문 박람회로, 기업
내부의 생산과 운송 관리 및 최적화
솔루션을 주제로 개최됨

LogiMAT 2018
2018.3.13
~
2018.3.15

독일,
Stuttg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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