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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동향
블록체인이 변화시키는
국제물류산업
참고ｌ‘How Blockchain Changes the International Logistics Industry’, Coin Idol.com, 2017. 7. 8

개요
물류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급속하게 주목받고 있음
 최근 들어 급속하게 부상한 블록체인은 금융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물류산업에서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이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음
 물류 산업에서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보안성이 높아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밀수나 사기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음
 물류 산업에서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이미 로테르담 항만에서 관련된
실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A2B Direct와 Blockfreight의 두 가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결론적으로, 블록체인과 관련된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됨에 따라 이 기술에 대한 지지도
역시 높아지게 될 것임

주요 내용
불과 몇 년 만에 블록체인이 주요 업계에서 유행어로 부상함에 따라 금융 산업에서 또다
른 산업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블록체인은 △임의적인 수정이 불가능한 설계, △완벽한 책무성, △비등가적 투명성
등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업계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음
 물류 산업은 이러한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이 가장 잘 부합되는 분야라 할 수 있는데, 국제
물류 산업에서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하는 현재의 문제들이 블록체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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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될 경우 쉽게 해결이 가능함
현재의 국제 물류 산업은 과거 방식의 집중화된 방법으로 진행될 뿐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 방식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장소에
서 시행되는 상이한 사법적 규제 하에서의 물류는 개개의 물류 산업 관계자들에게 상당
한 업무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밀수나 기타 불법적인 무역 행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사법적 규제와 이에 따른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 역시 물류 산업 관계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
 이런 상황의 국제 물류 산업에 있어서의 블록체인 기술은 복잡한 창고 네트워크의 관리와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화물 차량의 추적에 필요한 서류작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수많은 국제적인 기업들이 IBM이 개발한 Hyperledger Fabric 기술을 도입하여 물류현
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Amazon, Alibaba와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자체 자금
을 투입해 중앙 집중화된 업무흐름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물류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A2B Direct와 Blockfreight
두 가지가 있는데, 동부 유럽에서 운영되는 A2B Direct는 Uber와 유사한 방식으로 화물
추적 및 적치 등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며,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업무역량을 증대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있음
 반면 Blockfreght는 모든 거래 당사자들에게 이더리움(Ethereum) 시스템에 기반한 교환
가능한 토큰을 부여해 사기나 밀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화물 추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신기술인 블록체인은 아직까지 업계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다양한 업계에서 확산되고 있음
 앞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다수의 기업에서 도입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이 기술과
관련된 위원회를 조직하고,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된 화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지도 역시 높아지게 될 것임
 또한 물류 산업을 위한 국제적인 해법을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 도입의 움직임을 수년 내에 가시화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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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동향
파이프라인 수송, 트럭 수송의
일부를 대체할 전망
참고ｌ‘Forecast: Pipeline transport to take some of trucking’s freight share’, FleetOwner, 2017. 7. 20

개요
파이프라인에 의한 운송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트럭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파이프라인에 의한 화물 수송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앞으로 전반적으로 화물 물동량이 꾸준한 추세가 예측되는 가운데, 파이프라인에 의한 물동량
은 2028년까지 현재에 비해 137%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파이프라인 운송에 대한 기술적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향후 트럭 운송의 일부를 대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매출액 측면에서도 파이프라인 운송은 207%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주요 내용
미국 화물 운송 협회(American Trucking Association)에 의하면, 다양한 형태의 화물
수송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파이프라인에 의한 화물 수송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현재 트럭 수송의 상당 부문을 잠식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음
 미국 화물 운송 협회의 이코노미스트인 Bob Costello는 “자사는 트럭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화물 운송 방법에 대해 전망하고 있는데, 자사가 이러한 전망을 하는 이유는 향후 화물 운송의
주된 방법이 트럭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방법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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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는 “자사는 다른 형태의 운송 방법에 대해서도 항상 알아두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가장 최초 및 최후의 배송단계에서 반드시 트럭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음
IHS Global Insight社가 편집하고 협회가 발행한 ‘ATA Freight Transportation Fore
cast 2017’ 보고서에 따르면, 트럭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운송 방법이 파이프라인 운송
에 의해 잠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운송 방법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이 그 운송 방법에 의한
물동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음
 또한 보고서에서는 모든 운송수단 별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특히
파이프라인에 의한 물동량이 다른 방법보다 더욱 빨리 증가하여 2028년까지 무려 137%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파이프라인에 의한 운송 방법이 실제적인 운송 방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파이프라인에 의한 운송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운송수단이 될 것이며, 다음으로
철도 복합 운송이 전망기간 동안 4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트럭 운송은 전망 기간 동안 비중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70.6%에서
2028년 67.2%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운송 수단 역시 동일한 추세일 것으로
전망됨
이에 대해 미국 화물운송 협회의 Bob Costello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는 실제 물
동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라인 운송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임을 지적함
 또한 그는 “트럭 운송이 전망 기간 동안 3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운송 수단에 의한 물동량이 증가하는데,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철도 운송은 1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고 있음
 매출액 측면에서 보면, 물동량과 마찬가지로 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모든
운송 수단이 전망기간 동안 89% 증가하는데, 특히 파이프라인 운송부문은 207%로 가장 크게
증가하고, 철도부문은 43%로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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