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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보고서
일본 차세대 물류시스템 시장,
2025년 8,496억 엔 규모
참고ｌ‘富士経済／次世代物流システム市場、2025年には8496億円規模に’, 富士経済, 2017. 9. 28

“일본의 차세대 물류시스템 및 서비스 시장 조사 결과, 2025년 택배보관용 라커 시장은 2016년의
약 4배인 255억 엔 규모, AI음성인식활용 물류시스템 시장은 약 5.9배인 77억 엔 규모로 성장할
전망”
“물류시스템 시장 가운데 물류시설 분야는 물류 자동화로 기존의 안정된 수요와 함께 앞으로도 견조한
수요를 기대할 수 있으며 AI·IoT·로보틱스 오토메이션은 새로운 기술 도입이 본격화되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물류서비스 시장은 수탁제조 서비스와 창고공유 시장의 확대를 전망”

개요
일본 후지경제(富士経済)는 로보틱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활용을 통해 물류
업무의 기계화·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물류 비즈니스 관련 시스템 및 서비스 시장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차세대 물류비즈니스·서비스의 실태 및 장래전망 2017’
을 발표했음
 피킹, 검품, 포장, 배달 등 물류업무는 아직 인력에 의존하는 작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물류량이 급증하면서 인력부족은 심각해지고 있음
 여기에 최근 당일배송 같은 초단기 대응 서비스를 시작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현장작업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 로보틱스나 AI, IoT를 활용한 기본 작업의 조속한 기계화 및 자동화
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차세대 물류시스템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음

주요 내용
차세대 물류시스템 시장은 2017년 4,405억 엔(전망치, 이하 동일)에서 오는 2025년에는
8,496억 엔 규모에 이를 전망임
 이 가운데 물류시설은 입체 자동창고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전부터 안정된 수요가 나타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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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물류시스템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
로도 시장은 견조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IoT는 물류의 디지털화, IT화 흐름으로 최근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미 보급되고 있는
디지털 피킹 시스템이나 물류·창고관리 소프트웨어와 더불어 향후 스마트 글래스나 택배보
관 라커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AI는 물류 분야에 대한 활용이 최근 들어 시작되고 있으며, 앞으로 AI음성인식활용 물류시스템
이나 AI화상인식활용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대될 전망임
 로보틱스 오토메이션은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로 현장작업의 자동화·무인화가 촉진
되고 있는 가운데 AGV·로봇 팔이 부착된 AGV, 차세대 물류로봇, 물류용 파워 어시스트
슈트, 물류용 드론 같은 새로운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AGV·로봇 팔이 부착된 AGV시장은 2017년 220억 엔에서 2025년 720억 엔 규모에 이
를 전망으로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로 소형 반송물이 증가해 소형 AGV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앞으로는 노동력 부족, 자동화 촉진을 배경으로 제조업이나 물류업에서 자율주행형 무궤도
타입이나 로봇 팔이 부착된 AGV 도입이 진행되면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AI음성인식활용 물류시스템 시장은 2017년 16억 엔에서 2025년에는 77억 엔 규모에 이를
전망으로. 동 시스템 활용으로 자유로운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는 한편 피킹이나 소팅작업을 중심으로 시장은 계속 확대될 전망임
 택배보관 라커 시장은 2017년 115억 엔에서 2025년에는 225억 엔 규모가 될 전망으로 택배
재배달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고 대형 택배회사가 지하철 역 등에 라커를 설치하
는 등 참여기업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제품 회수·수리서비스, 저온물류 서비스, 전자상거래용 풀필먼트 서비스, 창고 공유, 수
탁제조서비스가 포함된 차세대 물류서비스 시장은 2017년 1조 5,950억 엔에서 2025년
에는 2조 7,085억 엔 규모로 성장할 전망임
 제품 회수·수리, 저온물류, 전자상거래용 풀필먼트 서비스의 시장이 이미 형성되고 있으며,
저온물류 서비스는 보급화 된 반면 상품 주문접수부터 배송까지 일련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
상거래 풀필먼트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음
 한편 택배업자가 다품종 소량생산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3D프린터용 데이터 작성부터 조형,
배송까지 일괄제공하는 수탁제조 서비스, 창고공유는 2017년 일본에 시장이 만들어진 상태로
앞으로는 참여기업 증가와 서비스 확충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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